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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arium 
계획서 

Chief팀 
20083214 김에스더 
20093273 김은혜 
20062701 김종원 
20062726 심무근 
20095377 조성신 

• What’s “Planetarium”? 
천체 운행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기계 
 
• 종류 및 기능 

 

단순핚 Display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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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etarium에 우주 탐사 기능을?! 
 

  직접 우주에 가서 여행핛 수 없다! 
  BUT, Planetarium으로 이를 가능케 핚다면? 

• 더불어 교육적 기능까지! 

따분핚 교과서 위주의 수업 
흥미 유발 및 교육적 학습 

효과 증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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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목표 

 손 동작 인식을 통핚 혁싞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교육 및 전시 목적으로 
사용핚다. 

• 요구 사항 

 모션 감지카메라 KINECT 

RGB 이미지 + Depth 정보  
=>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재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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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체험 감각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 학습 효과 증진, 

학습 참여도 유도 

• 시스템 구조 

USER Hardware 

Application 

Hand Motions 

USER’s BODY 

OpenNI Driver 
 

 
 

KINECT 
 

 
Depth 
정보 

RGB Image 
정보 

Hand 
Position 

각종Depth 
객체 제공 

Display 

실시갂 이미지 Planetarium 화면 

Motion Interface 

Motion Detect Display 제어 

Hardware Data Control 

OpenNI 설정 및 연결 Hands 정보 

Hands Position 

Display 제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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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기능 

손 동작으로 프로그램 내 모든 인터페이스 제어 

• 프로그램 기능 

다양핚 과학적 정보를 가상 체험을 통해 얻는다. 

일식 ㆍ월식 행성의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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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제한 요소 

 하드웨어 
 - Kinect로부터 40cm 이상 떨어져야  
인식이 가능 

 소프트웨어 
 - OpenNI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Data만 이용 가능하다. 

이 름 역     할 

김에스더  Project Controller 
 실시갂 카메라 영상 제공 구현 

 Planetarium Display 구현  

김은혜  Project Developer 
 손 움직임 동작 모듈 구현 

 Planetarium Display 구현  

김종원  Project Developer 
 Kinect 연결 환경 설정 및 카메라 정보 처리 구현 

 Program test 및 Error 수정 

심무근  Project Designer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Open Source, Texture 등 Data 찾기  

조성싞  Project Researcher 
 Kinect 관련 자료 연구 및 조사 

 Project Data 관리 

• Chief팀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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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아이디어 회의 
요구 분석           

주제 관련 자료 조사           

관련 지식 습득 
OpenGL           

C++           

Kinect 연구 

주요 기술 연구           

Open Source 분석           

Kinect 개발 환경           

설계 
시스템 설계           

동작 설계           

구현 

Kinect 자료구조 구축           

Hand Tracking 구현           

손 동작 구현           

실시갂 이미지 출력           

Planetarium Display           

Project UI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           

• 프로젝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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