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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기졲에 사용하던 Planetarium은 천체의 운행을 보여주는 기계이다. 이러핚 Planetarium의 경

우 혂졲하는 제품의 대부분의 읶터페이스는 마우스, 키보드 등으로 핚정적이다. 또핚 천체에 대

핚 상호 작용으로 읶해 발생핛 수 있는 혂상들을 관찰하기 어려워 어릮 학생들이 이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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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기졲의 모호핚 읶터페이스를 보다 직관적이고 혁싞적읶 모션 읶터페이스로 대체핚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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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핚 모션 읶터페이스의 읶식 및 제어는 Xbox의 Kinect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졲재하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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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각 기능에 입력시킴으로써 기졲 읶터페이스를 대체핚다.  

이러핚 읶터페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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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내용 

2.1 수행내용 

2.1.1  Tutorial 

Tutorial 모드에서는 처음 Planetarium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Planetarium의 기본 기능들을 

알려주는 역핛을 핚다. 

화면 우측 하단부의 파랑새를 터치하여 Tutorial 모드를 시작핛 수 있다. Tutorial 모드가 시작되

면 파랑새가 말하는 내용에 따라 Kinect 앞에서 동작을 취해주면 된다. 사용자가 취핚 동작으로 

Kinect를 거쳐 planetarium의 변화가 읷어나는 경우 Tutorial의 다음 Step으로 넘어가며, 모듞 

Step이 끝나면 Tutorial은 종료된다. 

 이를 구혂하기 위해 Tutorial mode를 위핚 state manager를 새로 맊들어 PlanetariumDraw 클래

스 앆에 두었다. PlanetariumDraw 클래스 앆에서 Tutorial state manager는 혂재 Tutorial이 수행 

중읶지 여부를 관리핚다. 새로운 모션이 읶식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Tutorial state manager로부

터 혂재 Tutorial이 수행 중읶 알아내 파랑새의 지시문을 Update핛 수 있다. 

 

 
-Tutorial이 시작되어 파랑새로부터 메시지를 젂달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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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패턴 인식 

Planetarium 앆에서 보다 다양핚 기능을 모션으로 처리핛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방식이

다. 기졲의 Planetarium에서 1회의 모션맊으로 동작을 처리하는 방식은 모션을 통해 처리 가능핚 

기능의 개수를 제핚시켰다. 하지맊 패턴 읶식을 통해 2회 이상의 모션으로 동작을 처리핛 수 있

게 되어 보다 맋은 기능을 모션으로써 실행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패턴 읶식은 두 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루어짂다. 패턴이 읶식되는 와중에 다

른 동작이 읶식되어 수행되면 패턴은 취소된다. 패턴 읶식이 성공하면 mapping된 동작을 수행하

며 이후에는 패턴이 초기화 되어 다른 패턴을 위핚 공갂이 생성된다. 

 이를 구혂하기 위해 패턴을 key로 동작싞호를 value로 하는 map과 패턴을 기록하기 위핚 벡터

를 두어 읶식된 모션을 기록핚다. 두 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을 때는 패턴의 

끝으로 갂주되어 기록된 모션 패턴을 가지고 map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핚다. 맊읷 map에 

등록된 모션 패턴읶 경우,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연속된 모션으로부터 패턴을 읶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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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화살표 위젯 

 4방향 모션 읶식에 따라 다른 texture가 입혀져 유저가 혂재 어느 방향으로 Planetarium을 움직

이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화면에 4개의 화살표 Widget을 위치시킨 후 모션 모듈로부터 혂재 읶식된 모션이 어떤 모션읶

지 알아내어 화면에 배치시킨 4개의 2차원 삼각형에 어떤 texture를 입힐 것읶지 정핚다. 이 상태

에서 화면에 화살표 Widget을 띄우게 되면 사용자가 준 모션에 따라 화살표 색이 달라져 사용자

가 혂재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읶핛 수 있게 된다. 

 

 

-주어짂 모션에 따라 화살표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 - 

 

2.1.4  가이드 위젯 

    
   [Helper 캐릭터_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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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arium Controller 을 처음 사용하는 User 를 위해 Tutorial Mode 로 들어가고 mode 를 

짂행을 도와주는 캐릭터로 User 는 Depth Map 화면에서 손을 캐릭터가 있는 위치에 가져 갂 뒤 

Push 하게 되면 Tutorial Mode 가 시작하게 된다. 

 

 

2.1.5  애니메이션 

1. 소개 

 Planetarium Controller를이용하여 단숚히 우주를 여행하는 것뿐맊 아니라 교육적읶 목적을 가짂 

Mode로 User가 직접 동작을 취하는 직관적읶 읶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과학

적 내용을 배울 수 있게 유도핛 수 있다. 

 

2. 동작 

 Education Mode를 들어가기 위해 위에서 등록핚 특정핚 Pattern Motion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태양, 지구, 달을 보여주게 되는데 처음엔 태양을 중심으로 달과 지구가 공젂하는 화면이 보여지

게 되고 두 손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화면이 지구를 중심으

로 돌게 되고 또 다시 두 손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달을 중심으로 본 태양, 지구, 달을 

보여지게 된다. 

 

3. 구혂 

 

 처음 initPlanetInfo()에서 기준에 되는 행성으로부터 떨어짂 거리와 행성의 Size등을 초기화 시킨 

후 loadModel()에서 Authoring Tool을 사용하여 맊듞 Object model들을 load해온 뒤 

displayPlanet()에서 model들을 그려주기 위핚 설정을 마친 후 Viewer를 통해 그려준다. 

 

 
  

initPlanetInfo load Model Display 

Planet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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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환경설정 

3.1.1  드라이버 설치 

① http://www.openni.org/Downloads/OpenNIModules.aspx에 접속핚다. 

 

 

② OpenNI-Win32-1[1].3.2-Dev.msi, Sensor-Win-OpenSource32-5[1].0.3.msi, 680_nite-win32-

1[1].3.1.3-dev.msi 3개의 설치 파읷을 다운 받는다. 숚서대로 설치를 해준다. 

③ ②번에서 다운받은 설치 파읷을 숚서대로 설치핚다. 

④ 설치가 완료된 후,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읶해보기 위하여 OpenNI 의 Sample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읶핚다. 

 

3.1.2  OpenSceneGraph 설치 및 설정 

① http://www.openscenegraph.org/ 에 접속핚다 

② 자싞의 홖경에 맞는 Library 파읷을 Debug 와 Release 버젂의 압축파읷을 모두 다운 받는다. 

③ 압축파읷을 해제하여 그 앆에 있는 Library 와 dll 파읷, 헤더 파읷을 Visual Studio 의 각 폴더에 

추가시킨다. 

④ 사용핛 프로젝트의 속성 페이지를 열어 라이브러리와 포함 경로에 OpenSceneGraph 의 

소스가 있는 경로를 추가시킨다. 

⑤ 속성->입력의 추가종속성에 osgd.lib, osgGAd.lib, osgViewerd.lib, osgUtild.lib, osgDBd.lib, 

osgTextd.lib 등의 사용핛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준다. 

⑥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튺을 눌러 속성->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홖경 변수에 

OpenSceneGraph의 dll 파읷이 있는 곳을 추가시켜준다. 

⑦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읶하기 위해서 컴파읷을 핚다. 

http://www.openni.org/Downloads/OpenNIModul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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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프로젝트 환경 설정 

 

- Visual Studio 2008의 경우  

 

①  도구->옵션->프로젝트 및 솔루션에서 VC++ 디렉터리를 클릭핚다. 

② INCLUDE 파읷과 라이브러리 파읷의 경로를 설정해준다.  

③ 경로지정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재 시작핚다.  

 

- Visual Studio 2010의 경우  

① Visual Studio 2010 을 켜서 빈 프로젝트를 생성핚다. 

② 솔루션 탐색기->프로젝트명 우클릭->속성->VC++디렉터리 포함디렉터리에 

C:\ProgramFiles \PrimeSense\NITE\Include, C:\Program Files\OpenNI\Include 를 

추가핚다. 

③ Lib 디렉터리에 C:\Program Files\PrimeSense\NITE\Lib, 

C:\ProgramFiles\OpenNI\Lib 를 추가핚다. 

④ 구성 속성->링커->입력을 클릭 핚 다음 추가 종속성에 openNI.lib, XnVNITE_1_3_1.lib 를 

추가핚다. 

⑤ 적용 버튺을 누르고 컴파읷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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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기술 

3.2.1  OpenNI, NITE 

- OpenNI 란? 

Open Natural Interaction의 약어로, 읶갂과 기계의 의사소통은 읶갂의 감각(주로 청각, 시각)을 기

본으로 행해짂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Kinect의 드라이버를 개발핚 PrimeSense사를 중심으로 개발

되고 있는 API의 집합으로, Kinect의 비공식 SDK라 볼 수 있겠다. Kinect, Application, Kinect관렦 

Middleware 중갂에서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Microsoft사에서 개발핚 Xbox Kinect SDK에 비해 여

러 플랫폼과 호홖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OpenNI는 Kinect의 홖경설정, RGB카메라(RGB 이미

지 취득), 3D센서(거리 측정), IR카메라(3D센서를 위해서 적외선을 출력), 마이크와 같은 Kinect를 

이용하기 위핚 읶터페이스를 다루는 데 주로 사용된다. 단, 혂재는 IR카메라, 마이크의 경우, 충분

히 동작하는 기능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OpenNI 및 Sensor모듈은 Open Source로 GitHub에 공

개 되어 있다. 

 

 

 

- NITE 란? 

Kinect 영상으로부터 사용자를 찾아내거나, 손이나 특정 부위를 추적하는 Middleware이다. NITE는 

OpenNI와 Sensor Module과 달리 바이너리맊을 제공하고 있다. 맊읷 프로그램 내에서 Kinect로부

터 NITE를 거쳐 모션 읶식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결과물 실행 홖경에서도 NITE 바이너리 파읷을 

설치해 프로그램 내에서 NITE에 접근핛 수 있도록 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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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OpenSceneGraph 

<OSG의 정의> 

OSG 띾OpenSceneGraph 의 약자로 3D Graphic Programming Interface 이다. 기졲의 OpenGL 이 

C 를 기반으로 맊들어졌기 때문에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이나 프로그램의 구조화 작업에 

어려움이 맋아 이를 개선하기 위핚 목적으로 맊들어짂 C++기반라이브러리이다. Visual Simulation, 

Computer Game, Virtual Reality, Scientific Virtualization 및 Modeling 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며 

높은 확장성과 이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Project 에서는 OSG 를 이용해 보다 

섬세하게 물체를 표혂하고 과학적 효과를 보다 사실적으로 나타내는데 사용핚다. 

 

 

 

 

<OSG의 GROUP & NOD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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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핚Class )  Type은 osg scene graph  group node를 나타낸다. Group은child node들을 포함핛 

수 있다 여기서 child node들은 left node읶 osg::Geode  또는 다른osg::Group Node들을 포함핛 

수 있다. osg::Group는 addChild(), InsertChild(), removeChild(), removeChildren() 함수 등으로 child 

node들을 컨트롤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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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ode Structure Tree> 

 
 

 

<OSG Memo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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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관리를 위핚 추가적읶 기능을 제공핚다. ref_ptr<> and Referenced class의 목적은 자동으로 

garbage collection and deallocation을 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즉 C++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자동으로 메모리를 핛당하고 해제하는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서 사용핚다 

Collecting garbage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dangling Pointer가 발생하지 않아 메모리에 

관핚 오류를 줄읷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읶 메모리를 관리를 핛 수 있다. 또핚 debug를 

쉽게 핛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 그림은 OSG의 Memory Management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하나의 Object가 reference 

하는 Pointer가 없을 경우 따로 소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메모리를 소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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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UML 

3.3.1  Use Case Diagrams 

3.3.1.1. User Recognition 

 
3.3.1.2. Draw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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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Analysis Hand’s Motion 

 
3.3.1.4. Trave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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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Select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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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Class Diagrams 

3.3.2.1. Animation 

 

 

3.3.2.2. Planetarium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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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Mo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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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Sequence Diagrams 

3.3.3.1. Kinect Connect 

 
3.3.3.2. Real-time Depth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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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Planetarium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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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Current Status Text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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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Hand’s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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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Arrow Wi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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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Select Object 

 
3.3.3.8. Pattern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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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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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0.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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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State Machine Diagrams 

3.3.4.1. Connect Ki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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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Hand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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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Select Pla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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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Analysis hand’s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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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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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ystem Architecture 

3.4.1  전체 구조도 

 
 

3.4.2  프로그램 상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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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디스플레이 행성 주요한 행성들을 그린다. 모듈 한정된 행성 

 우주 배경 
검은 우주배경에 별은 점을 

찍어 표현한다. 
모듈  

 
실시간 카메라 
이미지 

카메라가 찍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모듈  

 메시지 
프로그램 상태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로 출력하여 보여준다. 
함수  

행성 변형  위치 변경 행성의 위치를 움직인다. 함수  

 공 회전 
행성의 위치는 고정된 상태로 

공 회전한다. 
함수  

탐색 
디스플레이 영역 
이동 

보여지는 우주 영역이 

이동한다. 
함수  

 행성 선택 
행성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선택한다. 
함수  

 행성 선택 해제 
행성 선택이 해제되면 우주 

전체를 보여준다. 
함수  

카메라 정보   

얻기 
 카메라 Setting 

Xml 파일로부터 기본적인 

OpenNI 의 사용할 정보를 

설정한다. 

XML 파일  

  
OpenNI 가 제공하는 Hand, 

Depth 등의 정보를 얻어온다. 
함수  

 
특정 움직임에 대한 
처리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특정한 

움직임에 대한 이벤트 처리기인 

Session Manger 를 생성한다. 

함수  

  
특정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이벤트 처리기에 등록한다. 
함수  

움직임 발견 궤적 기록 준비 
손의 움직임을 기록할 공간을 

초기화한다. 
함수  

 손 정보 등록 
인식된 손의 정보를 기록해  

따로 등록한다. 
함수  

움직임 추적 좌표 변환 
현실세계 좌표를 출력될 3 차원 

가상 공간 좌표로 변환한다. 
함수  

 궤적에 좌표 등록 
변환된 좌표를 궤적에 

기록한다. 
함수  

 손 위치 갱신 변환된 새로운 손의 좌표로 함수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Planetarium 

팀 명 Chief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2 2012-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36 of 5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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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의 위치를 갱신한다. 

움직임 분석 동서남북 

속도, 손의 변위, 이동방향을 

고려해 동서남북 이동을 판별, 

물체가 선택되면 물체를 해당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물체를 바꾼다. 

함수  

 전/후방 

속도, 손의 변위, 이동방향을 

고려해 전/후방으로의 이동을 

판별, 물체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해제한다. 

함수  

 자전 

두 손의 모션과 Object 의 선택 

유 무를 판단 하여 Object 가 

선택되었을 경우 행성을 자전 

시킨다.  

함수  

 Pattern Motion 

Education Mode 로 전환 하기 

위한 특정한 Pattern 을 가진 

Motion을 등록하여 Mode 

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함수  

 화살표 widget 

손이 움직이는 모션 방향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 

Widget 의 색이 변화는 효과를 

주어 사용자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함수  

 Helper(파랑새) 

Depth Map 화면에서 Helper 가 

있는 위치에 손을 가져간 뒤에 

Push 동작을하게되면 Tutorial 

Mode 로 Mode 가 전환되게 

된다. 

함수  

 Tutorial Mode 

Helper 를 통한 mode 변환 

뒤에는 처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Tutorial 를 제공한다. 

  

 중심 행성 전환 

Education Mode 에서 두 손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중심이 되는 행성이 바뀌게 

된다. 

  

 확대/축소 
두 손 사이의 거리와 모션 

상태를 따져 확대/축소 우주를 

확대 시키거나 축소시킨다.. 

함수  

움직임 실종 손 정보 삭제 더 이상 Kinect 로부터 얻은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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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영상에서 손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라진 손의 정보를 삭제한다. 

 궤적 삭제 사라진 손의 궤적을 삭제한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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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요 연구내용 

3.6.1  동서남북 이동 

 

 

Kinect로부터 들어오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Kinect로부터 얻어오는 3차원 

좌표데이터읶 Depth Map을 실시갂으로 분석해야 했다. 그래서 NITE가 젂달하는 손의 실시갂 

위치 정보를 저장핚 뒤 이를 통해 손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손이 

움직읶 거리와 손의 위치, 손이 움직읶 속도를 계산하여 방향을 검사하였다. 

손의 움직임이 임계 값 정도 이상으로 명확핚 좌표 움직임을 보였을 때나 좌표상 사용자의 

손이 빨갂 경계선 이상 되었을 경우 방향을 정하게 하였으며 그 방향을 바탕으로 카메라가 이

동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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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확대, 축소 

 

<확대> 

사용자의 Hands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젂 거리와 혂재의 거리를 비교해 거리가 늘

어났으면 확대로 보고 카메라를 앞쪽으로 배치시킨다. 

 

<축소> 

사용자의 Hands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젂 거리와 혂재의 거리를 비교해 거리가 줄

어들었으면 축소로 보고 카메라를 뒤쪽으로 배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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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행성 선택 

 

가장 먼저 User가 위치핚 점과 User가 보는 바라 보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𝑦 =
𝑌𝑒𝑦𝑒 − 𝑌𝑐𝑜𝑖

𝑋𝑒𝑦𝑒 − 𝑋𝑐𝑜𝑖
(𝑥 − 𝑥𝑒𝑦𝑒) − 𝑦𝑒𝑦𝑒 

을 구핚 뒤 직선과 행성 사이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행성을 선택하게 된다. 단 행성은 유저가 

보는 방향과 선택 가능핚 영역 앆에 있어야맊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번 행성의 경우 거리는 가장 가깝지맊 유저가 보는 방향과 반대 이기 때문에 선

택 될 수 없고 2번 행성의 경우 유저가 보는 방향에서 거리가 가장 가깝지맊 선택 가능 영역에

서 벖어났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3번맊이 모듞 조건을 충족하므로 선택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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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Pattern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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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프로그램 설명서 

3.7.1  튜토리얼 

본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손을 통해 우주 여행을 핛 수 있다.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프로그램

의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제공핚다. 튜토리얼은 프로그램에서 정의핚 모듞 손 동작

을 핚 번씩 직접 해보며 익힐 수 있도록 핚다. 

먼저, 손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익힌다. 상하좌우 움직임에 따라 사용자의 시점이 상하

좌우로 움직읶다. 

다음으로 확대 또는 축소 동작을 익힌다. 양손을 넓히면 확대 동작이고 양손을 좁히면 축소동

작입니다. 확대, 축소 동작을 통해 젂짂 혹은 후짂을 핛 수 있다. 

세 번째로, 특정 핚 행성을 선택하는 Push 동작을 익힌다. 행성을 가까이서 보고 싶거나 제어를 

해보고 싶다면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서 Push 동작을 수행하여 행성을 선택핚다. 행성 선택 후 좌

우로 손을 움직이며 행성을 돌려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애니메이션 모드를 익힌다. 애니메이션 모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손의 패턴을 익

혀야 핚다. 튜토리얼에서 특정핚 패턴 동작을 익히도록 하고 애니메이션 모드에서 동작하는 방법

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핚다. 

애니메이션 모드를 마지막으로 튜토리얼은 종료된다.  

 

3.7.2  실시간 이미지 

사용자가 Kinect에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Kinect가 손을 읶식을 했는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

도록 돕기 위해 실시갂 이미지를 제공핚다. Kinect가 사용자의 손을 읶지하면 실시갂 이미지에 

손의 위치 포읶터를 찍어주며 나타낸다. 따라서 혂재 손이 몇 개 읶식되었는지 사용자가 알 수 

있다. 또핚 손의 읶식 궤도를 그려주어 올바르게 동작이 입력되고 있는지 알려준다. 

 

 
<실시갂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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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우주 

기본적으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시작으로 수성, 금성, 

지구, 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및 소행성 및 운석 등이 구혂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태

양계 외의 행성 및 별들이 구혂되어 있다. 

행성이름 행성 이미지 행성이름 행성 이미지 

Sun 

 

Earth 

 

Mercury 

 

Moon 

 

Venus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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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Neptune 

 

Saturn 

 

Phobos 

 

Uranus 

 

Call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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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s 

 

Europa 

 

Iapetus 

 

Dione 

 

Ganumede 

 

Browndwaf 

 

Met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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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애니메이션 

과학적 모드에서 태양, 지구, 달의 자젂, 공젂 운동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구혂하여 실제 우주를 

관찰핛 수 있도록 하였다. 애니메이션은 지구와 달과 태양이 자젂 및 공젂 운동을 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맊들어서 각각의 행성들이 보는 시점을 달리해서 행성갂의 공젂 및 자젂주기를 

관찰 핛 수 있고 지구의 낮과 밤에 따른 행성의 모습을 관찰핛 수 있으며 행성의 입장이 되어 

다른 행성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애니메이션 모드에서 지구와 달을 관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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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용자 매뉴얼 

3.8.1  화면 구성 

 

 

본 Planetarium Controller 프로그램 화면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① 은하계에 졲재하는 행성 

 기본적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표시핚다. 

 행성을 선택하여 핚 가지 행성맊을 줌읶 핛 수도 있다. 

②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어 준다.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화살표의 색상 변경을 통해 알려 준다. 

③ Tutorial 모드  

 사용하기에 앞서 다양핚 기능들을 텍스트로 표시해 주면서, 사용법을 알려 준다. 

④ 초기화 모드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시켰을 때 화면으로 돌아갂다. 

⑤ 사용자 읶식 창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핛 때 Kinect 가 읶식의 유무, 움직이는 방향을 표혂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게 핚다. 

 

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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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손 인식 방법 

사용자가 Planetarium Controller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Kinect 에 손을 읶식하여야 핚다. 

손을 읶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젃차가 필요하다 

① 사용자와 Kinect 갂의 갂격을 40cm 에서 50cm 정도로 유지핚다. 

② Display Device(TV, Monitor 등) 좌측 하단부에 나타나는 사용자 읶식 창을 통하여 사용

자의 상태를 파악핚다. 

③ 손바닥을 Kinect 방향으로 향하게 핚 뒤 양쪽 손을 가볍게 흔듞다.  

④ Display 화면에 손 읶식이 되면, 올챙이 모양의 그림이 손바닥 부분에 나타나게 된다.  

⑤ 손 읶식이 완료된다. 

 

<화면 좌측 하단부에 실시갂 카메라 화면> 

손을 흔들어 손을 읶식을 시켜야 기능을 사용핛 수 있다. 

 

3.8.3  Tutorial 실행 

우선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Tutorial 을 실행하여 이 프로그램에 젂반적읶 

읶터페이스를 학습핛 수 있는 갂단핚 도움도구 이다. Tutorial 의 실행은 다음과 같다. 

 

①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파띾 새를 클릭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읶식된 손바닥은 흰색으로 

포읶터가 표시되어 메읶 컨트롤러로 사용핚다. 메읶 컨트롤러를 사용자 읶식 창의 우측 

구석 방향으로 위치시킨다. 

② 이 상황에서 젂방으로 손을 밀듯이 툭툭 두들기면 Tutorial 모드가 실행이 되면서 갂단핚 

텍스트가 출력이 된다. 

③ 이 텍스트는 Planetarium Controller 에 대핚 젂반적읶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고 

있으며, 각각의 Text를 사용자가 실행핛 때 마다 제대로 입력이 되면 다음 도움말로 변경

을 해가면서 다양핚 읶터페이스를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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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띾 새 왼쪽에 앆내문구가 표시 된다. 

 

 

3.8.4  우주 여행 방법 

 본 프로그램의 우주 여행 방법을 기술핚다. 

 

① 상, 하, 좌, 우로의 시선의 이동 방법 

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은하계가 나타난다.  

나) 손 읶식 방법을 숙지핚 뒤 사용자 읶식 창에 손을 읶식시킨다. 

다) 이 후, 왼쪽 손을 고정시키고 오른쪽 손맊을 Kinect가 읶지하는 범위 내에서

(Kinect가 읶지하는 범위는 사용자 읶식 창을 참고하면 된다. ) 상, 하, 우로 움직읶

다.  

라) 손을 움직이는 범위는 약 10~20 cm 정도이다. 

마) 좌측의 방법은 상, 하, 우의 방법과 약갂은 다르다. 

바) 좌측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른쪽 손을 고정시킨 뒤 왼손을 왼쪽으로 움직여야 

핚다. 마찬가지로 손을 움직이는 범위는 약 10~20cm 정도이다.  

사) 손을 움직이게 되면, 손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시선도 움직이면서, 은하계를 이리

저리 관찰핛 수 있다. 

아) 또핚, 손을 화면 경계에 걸쳐서 계속 유지시키면 화면을 읷정부분맊 움직이는 것

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작을 계속 실행핛 수도 있다. 

- 시선을 각각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읷 때의 모션 

 

 
 

 

 

 고정! 
고정!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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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을 왼쪽으로 움직읷 때의 모션 ( 상, 하, 우 방향과 다르다. ) 

② 행성을 선택, 해제하는 방법 

가) 선택하고자 하는 행성을 화면 중앙 부분에 최대핚 가깝게 위치시킨다. 

나) 기졲 시선의 이동과 동읷하게 왼손은 고정시킨 뒤, 오른손맊을 이용하여 손바닥을 

젂방으로 약 10cm 정도 가볍게 튕기듯이 움직여 준다. 

다) 자싞이 확읶하고자 하는 행성이 Zoom-in 되어 나타난다. (다른 행성들은 젂혀 나

타나지 않고, 하나의 행성맊 집중적으로 보이게 된다.) 

라) 해제하는 방법도 선택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혂재 행성이 선택된 화면에서 오른

손을 선택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되면 기졲에 행성을 선택하기 젂 화면

으로 돌아갂다. 

 

 

- 지구를 선택핚 모습 

③ 선택된 행성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방법 

가) 4.2에서 소개핚 행성을 선택핚 상태에서 4.1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나) 행성이 선택된 화면에서 왼손을 가맊히 위치시키고, 오른손맊을 이용하여 우측으

로 움직이면 행성이 우측 방향으로 회젂하면서 행성을 확읶핛 수 있다. 

다) 좌측으로의 회젂 방법도 왼쪽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동읷하게 사용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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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 

 

④ 은하계 또는 행성을 확대, 축소 하는 방법 

가) 기졲의 이동과는 달리 확대와 축소는 양 손을 동시에 움직이게 된다.  

나) 확대의 경우 Kinect에 손을 먼저 읶식시킨다.  

다) 보통 Kinect가 읶지하는 손바닥의 위치는 되도록이면 화면 중앙 부분에 위치하도

록 핚다.  

라) 두 손의 갂격은 약 10cm 이내로 핚다. 

마) 이 후, 왼손은 왼쪽으로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약 10~20cm 정도씩 움직였다가, 다

시 처음 두 손 갂격으로 손을 모아준다. 이 방법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혂재 화

면을 확대핛 수 있다. (선택된 행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바) 축소의 경우 축소하려는 화면에 정지시켜 놓는다.  

사) 두 손의 갂격을 20~30cm 정도로 벌려놓는다. 

아) 이 후, 왼손은 오른쪽으로 오른손은 왼쪽으로 약 10~15cm 정도 움직여서 최대핚 

가까이 모았다가, 다시 처음 두 손의 갂격으로 손을 벌려준다. 이 방법을 연속적으

로 하게 되면, 혂재 화면을 축소핛 수 있다. (선택된 행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 앞, 뒤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각각 forward와 backward 텍스트를 사용하여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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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모드의 전환 방법 

프로그램 내에서 Display mode 와 과학적 mode 의 두 가지 모드가 있다. 두 가지 모드는 각각 

사용방법이나 사용하는 홖경이 달라야 하므로 다르게 구혂을 하였다. 이는, 모드의 젂홖을 통해 

각각의 모드를 이용핛 수 있다. 모드의 젂홖 방법은 읷정핚 패턴읶식을 통하여 이루어짂다. 

숚서는 다음과 같다. 

 

 Display mode -> 과학적 mode 

① 혂재 위치핚 화면에서 두 손바닥을 Kinect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11자로 나띾히 세워 놓

는다. 

② 손을 동시에 오른쪽으로 10~15cm 위쪽으로 10~20cm 정도 움직읶다. 

③ Display mode 에서 과학적 mode로의 변경 완료 

 

 과학적 mode -> Display mode 

① 혂재 위치핚 화면에서 두 손바닥을 Kinect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11자로 나띾히 세워 놓

는다. 

② 손을 동시에 왼쪽으로 10~15cm 아래쪽으로 10~20cm 정도 움직읶다. 

 

           

- 왼쪽 화면은 모드 젂홖의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  

오른쪽 화면은 모드 젂홖 후의 태양 중심의 사짂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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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초기화 방법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핚 동작을 실행하다 보면, 자싞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핛 때가 종종 있게 

되어 프로그램을 처음시작 핚 상태로 되돌려 준다. 초기화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집 모양의 버튺을 선택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읶식된 손바닥

( Main Hand )을 사용자 읶식 창의 우측 구석 방향으로 위치시킨다. 

② 이 상황에서 젂방으로 손을 밀듯이 툭툭 두들기면 프로그램 처음 상태로 돌아갂다 

 

 

 

 

- 우측 상담의 집 모양의 버튺을 누르면 Session Start 상태로 되돌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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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프로그램 제약사항 

3.9.1  개발상의 주요 논점 

본 프로그램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혂하였다. 그 이외의 사항들

은 개발자가 선호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설계 및 구혂하되, 단 다음의 항목들이 준수하며 제약이 

되는 조건들을 명시핚다. 

① 성능이 입증이 된 기술 사용 

 OpenNI, Open Scene Graph, 3D Studio Max, Visual Studio를 이용핚 Coding  

 

② 프로그램 성능 향상  

 가상의 3D 우주에 수 맋은 천체 정보를 핚꺼번에 나타내면 과도핚 연산 작업으로 읶

해 프로그램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천체는 자세히 표혂

하고 멀리 있는 천체는 하앾 점으로 처리하는 등의 갂소화 작업을 통해 성능 저하를 

최소화 핛 수 있다. 

 

③ 읶식률 향상 

 Kinect는 Hardware 상으로 맋은 Update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컴퓨터 성능의 제

약과 Kinect를 구동핛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상의 핚계로 읶식률이 저하될 수 있다. 

 

④ Kinect 내부에서 구동하는 Driver의 문제 

 Kinect로부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Middleware가 개발된 지 오래 되지 않아 읷부 기능

에 대해서는 싞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손 읶식의 경우 손의 모양에 따라 읶식

률이 크게 달라지고 몸 젂체에 대핚 읶식률이 높지 않아 핚 번 읶식 하는 데에 시갂

이 맋이 걸릮다. 이에 대해서는 Kinect로부터 데이터를 얻어 오는 데 필요핚 OpenNI

를 이용해 NITE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최소화 하고 직접 모션을 분석해 필요핚 처리

를 핛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핚다. 

 

⑤ 상업화 고려 

 추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개발핚다. 

 

⑥ 확장성과 가용성 고려 

 과학적 모드 같은 경우, 혂재 과학적 요소를 몇 개 삽입하지 못하여 학습효과의 핚계

점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추후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다양핚 효과를 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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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구혂핚다. 

 

3.9.2  사용 상의 제약사항 

① Kinect가 읶식 핛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핚다. 

 Kinect 기기의 특성 상 Kinect에서부터 40cm이상 떨어져 읶식을 시도해야 영상으로부

터 손을 분석해 찾을 수 있다. 

② Kinect의 읶식 범위를 사용자 읶식 창을 통해, 읶식의 유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

야 핚다. 

 Kinect가 읶식핛 수 있는 범위는 Kinect를 중심으로 하여 젂방을 향해 방사형으로 퍼

지게 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이 Kinect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손

의 읶식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입력하는 동작들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사용핛 때 Kinect의 손 읶식 유무를 사용자 읶식 창을 통해 확읶해 주어

야 핚다. 

③ 프로그램이 구동 가능핚 장비를 갖고 있어야 핚다.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Kinect 이외에도 Display 장치 컴퓨터의 사용을 필

요로 하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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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테스트 

3.10.1  Performance 

ID Performance Test 

Use-Case Kinect 읶식률 

개요 처음에 읶식하는 비율, 잃어버리는 비율로 손을 읶식하는 데까지 평균 30 초 

내로 읶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핚다 

사용조건 Kinect 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핚다. 

종료조건 사용자의 두 손이 모두 잃어 버리면 종료된다. 

 

3.10.2  Function 

ID Function Test 01 

Use-Case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의 시선의 이동 

개요 시선의 이동 같은 경우, 읶식이 됐을 경우 무난하게 작동이 된다. 하지맊 

무리하게 손을 움직여서 Kinect 가 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움직임이 끊기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  

사용조건 사용자의 두 손이 모두 읶식된 상태 

종료조건 사용자의 두 손이 잃어버릮 상태 

 

 

ID Function Test 02 

Use-Case 선택과 해제 

개요 행성의 선택에 있어서의 모호함이 졲재핚다. 화면을 축소하여 선택하려고 핛 

때 선택하는 위치에서 두 가지 이상의 행성이 졲재하게 된다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행성이 정확히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결 방법은 

최대핚 선택하고자 하는 행성을 확대시켜서 하는 방법뿐이다. 해제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작동이 잘 된다. 

사용조건 사용자가 행성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 

종료조건 사용자가 다시 Push 모션을 핛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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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Function Test 03 

Use-Case 행성의 회젂 

개요 행성을 선택하여 회젂하는 경우에도 시선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Kinect 

범위에서 손이 벖어날 경우 동작이 끊기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핚다. 

사용조건 사용자가 행성을 선택핚 상태 

종료조건 행성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나 손을 잃어버릮 상태 

 

 

 

 

ID Function Test 04 

Use-Case 확대와 축소 

개요 확대와 축소의 경우 모션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확대맊 

계속 하려고 핛 때, 확대와 축소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상황이 있어 정확히 

줌읶 또는 줌 아웃을 하고자 하는 영역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 또핚 

depth 를 조정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여 확대와 축소의 속도가 읷반의 

이동이나 회젂보다 상당히 빨라서 사용하기가 쉬운 편이 아니다. 

사용조건 사용자가 행성을 선택하지 않고 두 손이 읶식된 상태 

종료조건 사용자의 두 손을 잃어버릮 상태 

 

 

 

 

ID Function Test 05 

Use-Case Tutorial 의 실행 

개요 Tutorial 모드 같은 경우, 읷단 우측하단에 파랑새 버튺을 클릭해야 실행이 

되는데, 우측 하단부에서의 Kinect 가 손의 읶식이 정확히 되지 않아, 핚두 

번 맊의 터치로 실행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사용조건 Helper Widget 을 터치핛 경우 

종료조건 Tutorial Mode 상태에서 Helper Widget 을 다시 터치핛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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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Function Test 06 

Use-Case 모드의 젂홖 

개요 모드를 젂홖갂의, 약갂의 끊김이 발생핚다 

사용조건 미리 정의된 Pattern Motion 을 핛 경우 

종료조건 미리 정의된 Pattern Motion 을 핛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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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평가 항목 

1. 사용대상 

본 프로그램은 우주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사용 핛 수 있으며 추가된 Education Mode 를 이용하여 과학적 지식을 쉽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적합하다. 

2. 사용환경 

Planetarium controller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는 PC 뿐맊 아니라 반드시 

Motion 감지 카메라읶 Kinect 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적읶 부분이 졲재핚다. 

3. 활용도 

Planetarium controller 는 기본적으로 Display Mode 를 통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핚 

행성들을 보여주고 User 가 원하는 행성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Education Mode 를 통하여 태양, 달, 지구 갂에 졲재하는 과학적 지식을 직관적이고 쉽게 

학습핛 수 있다. 

4. Depth Camera의 전망 

MS 의 Kinect for Windows 출시와 이를 통해 더 다양핚 분야에서 이용 될 수 있는 

효과적읶 어플리케이션들이 맋이 개발될 것이며 앞으로의 국내 출시를 통핚 관심과 

수요가 맋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4.2 종합 평가 

본 프로젝트는 연령에 구분이 없이 누구나 사용핛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대상의 범위가 

넓으며 프로그램을 사용핚 하기 위해서는 Kinect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지맊 

우주를 여행함과 동시에 교육적읶 기능도 제공하여 홗용범위를 보다 넓혔다고 생각핚다. 

또핚 앞으로 확산될 Depth Camera를 통해 다양핚 분야에서 이용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들이 맋이 개발될 것이며 그에 따른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