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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Planetarium은 천체의 운행을 보여주는 기계이다. Planetarium의 경우 현존하는 제품의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마우스, 키보드 등으로 한정적이다. 또한 천체에 대한상호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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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Planetarium에 

과학적 정보를 담아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지난 학기에 Planetarium Controller를 시연하면서 얻은 Client측의 의견과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Planetarium Controller의 개선 요소를 반영하여 Planetarium Controller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 

지난 학기의 Planetarium Controller의 가장 바탕이 되는 기능은 Microsoft의 Xbox의 “Kinect”3D 

Depth Camera을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천체 여행 기능이었다. 이 기능에서 우리는 앞으로 

Kinect로부터 얻어온 Depth Data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들의 인터페이스들을 벤치마킹 하여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프로그램에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천체를 여행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직접 체험해 보고 각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의 교육환경에서 얻을 수 있었던 한정된 형식의 텍스트지식을 공감각적인 매개체를 활용하여 학

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정확하게 지식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따분할 수 있는 교과서내용에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향

상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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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Client의 의견을 수렴한 Feedback 과정을 통해 Planetanetarium Controller를 한층 업그레이

드 한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현재 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하던 Planetarium이 가진 제한적인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기존의 모호한 인터페이스를 보다 직관적이고 혁신적인 모션 인터페이스로 

대체한 시스템이다. 또한 천체에 대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관찰

할 수 있게 해 사용자로 하여금 교육적 효과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2.2.2  기술 발전 현황 

<사진 첨부> 

OpenSceneGraph로부터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띄워놓은 물체

에 글씨를 쓰거나 아이콘을 띄워 해당 부분을 강조할 수 있고 OpenGL에서는 다소 구현

하기 어려웠던 그래픽 효과들도 OpenSceneGraph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비교적 단시간 

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09-MAR-25 

 

캡스톤 디자인 I Page 7 of 27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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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시연회를 통해 얻은 Client들의 의견 (시장 현황) 

1. 시연회에 참여한 Client들 중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얻길 바라

는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천체의 외면을 중심으로 관찰하면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Client들은 이러한 외면적 과학 정보 뿐만 아니라 

천체의 크기나 특징과 같은 내면적 정보도 원하고 있었다. 

2. 시연회에 참여한 Client들의 소감은 크게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의견과 조작이 다소 어

려웠다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빠른 사람들은 기능을 100%

활용하며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충분히 얻는 데 성공하였지만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

가 느린 사람들은 인터페이스가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고 제작진에 건의하기도 하였

다. 

 

 

2.2.4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점 혹은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1. 현재 시스템에서는 명확한 모션 분석을 구현하고 있지는 않다. 모션 분석을 위한 데이

터를 가져오는 Kinect의 결함상 문제도 있지만 실시간 환경에서 모션 분석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을 단순화하여 명확한 모션 분석을 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하지

만 각 인터페이스가 정확히 동작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명확한 모션 분석이 중요하

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2. 현재 가상 공간에 띄워진 태양계는 다소 현실 세계의 태양계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 

행성 배치 당시, 지식상의 한계로 인해 각 행성들의 부속 위성들이나 소행성들을 올바

른 위치에 배치하지 못했다. 이 점을 개선하여 프로그램 안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태양계를 표현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2.2.1에서 언급된 것처럼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2.2.2에서 제시한 OpenSceneGraph의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다양화 한다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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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2.3.1  시스템 구조 

Planetarium Controller를 사용해 본 사용자들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에 정보 출력을 위한 부분과 개선된 인터페이스를 위한 부분이 시스템 구조에 추

가된다. 또한 프로그램 안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OpenSceneGraph Library를 

이용해 사용자가 현재 관찰하고 있는 천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2.3.2  OpenSceneGraph Library 

- 물체 근처에 텍스트 띄우기 

 

▲ Object 근처에 텍스트를 띄운 모습 

위치나 행성 정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행성 Object 근처에 텍스트를 띄우는 것이다. OpenSceneGraph의 구조적 특성

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OpenSceneGraph로 그려진 물체 위에 텍스트를 띄울 수 있다. 

Object 근처에 텍스트를 띄우기 위해 우선 Object와 이 Object 근처에 띄울 텍스트가 

설정된 OpenSceneGraph의 텍스트 객체를 준비한다. 그 다음 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적절한 위치를 설정해 주고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그룹을 출력될 객체에 추

가해 주면 손쉽게 원하는 Object 근처에 텍스트를 띄울 수 있다. 

- 아이콘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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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Object에 폭발 효과가 나는 Object를 연결한 예제 

아이콘 띄우기도 물체 근처에 텍스트를 띄우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아이콘이

나 다른 Object를 Object에 연결하려면 먼저 서로 연결할 두 Object 객체를 획득한 

다음 이 둘을 그룹으로 묶어 프로그램 화면에 출력될 객체에 이 그룹을 추가시켜주면 

된다. 그럼 위 그림과 같이 두 개의 Object가 서로 연결되어 표시되면서 보다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게 된다. 

- 궤도 표현하기  

각 행성들의 궤도는 행성과 궤도 중심간의 거리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측

정한 궤도로부터 궤도 안에 속한 일정 간격의 점들을 수집해 이들을 연결한 다각형을 

그리면 행성의 궤도를 표현해 낼 수 있게 된다. 이 궤도는 화면에 출력될 객체 안에서 

해당 행성과 같은 계층구조를 갖도록 배치하면 행성 궤도를 적절한 위치에 그려 넣을 

수 있다. 

 

2.3.3  OpenNI Library 

- Regression 적용 

다수의 데이터로부터 일관적인 특성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성능 저하를 우려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손의 위치가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 모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션 분석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모션 인식을 구현하기 위해 

회귀분석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때 성능은 모션 분석에 참여하는 데이터의 개

수에 반비례하므로 테스트 과정에서 적절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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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 적용한다. 

2.3.4  User Interface 

- 기능 재배치 

현재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연관된 기능이 각개배치 되어 있어 사용자가 이를 불편하

게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연관된 기능은 함께 배치하고 자주 사용하

는 기능은 발견하기 쉬운 곳에 배치하여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접근성은 한층 향상될 것이며 또한 사용자도 보다 많은 기능을 손쉽

게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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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존 시스템에서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모션 인식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조작의 

어려움을 느껴 왔다. 또한 서로 연관된 기능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지 않아 각 기능들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수의 사용자들은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보다 정확한 모션 분석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가 각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사용 상에서 느꼈던 조작 상의 불편함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연 당시, 본 프로그램에 대해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던 시연 참가자들은 

대부분 조작 상의 불편함을 지적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모션 분석방식을 적용한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는 조작 상의 불편함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보다 쉽게 개선한다. 서로 연관된 기능은 함께 배치하고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홈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각 기능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서 모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보지 못한 사용자들도 각 

기능들에 쉽게 접근하여 프로그램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행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정보성을 한층 

향상시킨다. 많은 수의 시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사용 시, 천체와 관련되어 보다 많은 정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본 프로젝트에서는 행성을 선택하거나 움직여 

볼 때 Marker 나 주변 텍스트를 활용해 해당 행성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선택한 행성의 모양, 위치를 관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성을 관찰하면서 행성과 

관련된 정보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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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 환경 

3.1.1.1. 운영체제 환경 

개발에 사용될 라이브러리와 장치 드라이버는 현재 Windows, Linux(Ubuntu, Fedora), MacOS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모든 조원들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Windows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다. 

 

3.1.1.2. 컴파일 환경 

개발에 사용될 OpenNI 라이브러리에서 C++를 지원하기 때문에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C++ 컴파일러 중에서는 조원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Visual Studio

라는 통합 개발환경을 이용해 컴파일 환경을 조성하였다. 

여기에 OpenSceneGraph 라이브러리와 OpenNI 라이브러리와 Depth Camera인 Kinect와의 원

활한 Interaction을 위한 Middleware인 PrimeSense사의 NITE를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기 위해 프로

그램의 프로젝트 설정에서 OpenSceneGraph, OpenNI, NITE의 라이브러리 파일 경로와 헤더 파일 

경로를 공지하고 추가 종속성에서 OpenSceneGraph API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파일과 

OpenNI API를 사용하기 위한 openNI.lib 파일, NITE의 내용을 불러오기 위한   XnVNITE_1_3_1.lib 

파일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3.1.1.3. 개발 언어 

개발에 이용하고 있는 OpenNI 라이브러리의 경우, 현재 가장 안정적인 OpenNI의 버전에서 

C++, 불안정한 버전에서 C#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에서는 C++를 개발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3.1.1.4. 언어의 문법적 요구사항 

절차식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모두 가능한 C++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법적 요

구사항은 없다. 다만 외부 장치로부터 프로그램에 사용할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주어진 흐

름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가령 Kinect를 이용해 모션을 인식하는 프로

그램을 만든다 가정하면, 먼저 XML 파일로부터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세부 장치(Depth Camera, 

NITE Middleware 등)에 대한 Data 설정을 얻어와 Context라는 이름의 기본 흐름을 구성해야 한다. 

그 다음 세부 흐름을 담당할 SessionManager와 NITE에서 제공하는 Motion Controller들을 통해 

세부 흐름 내에서 어떤 모션이 발동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준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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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의 StartGeneratingAll이라는 함수를 통해 기본 흐름(Context)과 세부 흐름(SessionManager)

을 Main Loop에서 동작시켜 프로그램과 Kinect가 서로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3.2 결과물 확인 환경 

3.2.1  운영체제 환경 

결과물에서 사용될 라이브러리와 장치 드라이버는 현재 Windows, Linux(Ubuntu, Fedora), 

MacOS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Windows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제작하였으므로 

Windows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구동하여야 한다. 

 

3.2.2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 OpenSceneGraph Library 

OpenSceneGraph 라이브러리는 쉽게 말해 3D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 주

는 API이다. SceneGraph라 불리는 자료구조에 기반한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C++ 언어

의 풍성한 기능을 사용하여 설계, 구현한 렌더링 미들웨어이다. 가상현실 구현, 시뮬레이션 

제작, 3D 모델링, Game 제작 등 3D 그래픽스를 활용하는 여러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

다.  

3D 그래픽스에 자주 활용되는 OpenGL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자면, OpenGL은 아주 저수준

의 작업부터 정교한 작업까지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대신 프로그래머의 실력에 출력물의 

Output이 크게 좌우된다. 반면에 OpenSceneGraph는 사용 편의성과 고도로 추상화된 데이

터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높은 퀄리티의 출력물을 작성할 수 

있어 개발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OpenSceneGraph는 현재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치파일은 

http://www.openscenegraph.org/projects/osg/wiki/Downloads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OpenNI Library 

Kinect의 드라이버를 개발한 PrimeSense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API의 집합으로, 

Kinect의 비공식 SDK라 볼 수 있겠다. Kinect, Application, Kinect관련 Middleware 중간에서

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Microsoft사에서 개발한 Xbox Kinect SDK에 비해 여러 플랫폼과 

호환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OpenNI는 Kinect의 환경설정, RGB카메라(RGB 이미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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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데 주로 사용된다. 단, 현재는 IR카메라, 마이크의 경우, 

충분히 동작하는 기능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OpenNI 및 Sensor모듈은 Open Source로 

GitHub에 공개 되어 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치 파일은 https://sites.google.com/site/kmuchief/3-kinect/3-0-

kinect-setting/OpenNI-Win32-1.3.2-Dev.msi?revision=1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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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 Module (Driver) : 

USB인터페이스를 가지고있는 PC와의 접속을 위한 Kinect의 Device Driver이다. Kinect를 

PC에 연결해 프로젝트에 이용하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에 대한 설

치 파일은 https://sites.google.com/site/kmuchief/3-kinect/3-0-kinect-setting/Sensor-Win-

OpenSource32-5.0.3.msi?revision=1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NITE :  

Kinect 영상으로부터 사용자를 찾아내거나, 손이나 특정 부위를 추적하는 Middleware이

다. NITE는 OpenNI와 Sensor Module과 달리 바이너리만을 제공하고 있다. 만일 프로그램 

내에서 Kinect로부터 NITE를 거쳐 모션 인식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결과물 실행 환경에서도 

NITE 바이너리 파일을 설치해 프로그램 내에서 NITE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설치 파일은 https://sites.google.com/site/kmuchief/3-kinect/3-0-kinect-

setting/680_nite-win32-1.3.1.3-dev.msi?revision=3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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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디스플레이 행성 주요한 행성들을 그린다. 모듈 한정된 행성 

 궤도 주요 행성들의 궤도를 그린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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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표시  행성의 특징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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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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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다. 

 손 위치 갱신 
변환된 새로운 손의 좌표로 

손의 위치를 갱신한다. 
함수  

움직임 분석 동서남북 

손이 이동한 궤적을 이용해 

회귀분석 식을 얻어 이동경로를 

알아낸 뒤, 동서남북 이동을 

판별, 물체가 선택되면 물체를 

해당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물체를 

바꾼다. 

함수  

 전/후방 

손이 이동한 궤적을 이용해 

회귀분석 식을 얻어 이동경로를 

알아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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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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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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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축소 
두 손 사이의 거리와 모션 

상태를 따져 확대/축소 우주를 

확대 시키거나 축소시킨다.. 

함수  

움직임 실종 

처리 
손 정보 삭제 

더 이상 Kinect 로부터 얻은 

영상에서 손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라진 손의 정보를 삭제한다. 

함수  

 궤적 삭제 사라진 손의 궤적을 삭제한다.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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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4.1  전체 구조도 

 

시스템 구조는 크게 User 의 입력, Kinect 의 Low Data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pplication Layer 

3 가지로 구성된다. 모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과 이를 촬영하는 Kinect 에 의해 

구현된다. 따라서 User 의 신체와 Hand Position Data 가 시스템의 기반이 된다. User 로부터 얻은 

정보는 Kinect 에서 캡슐화되어 Application 으로 전달된다. OpenNI Driver 를 이용하여 Kinect 에 

장착된 적외선 센서로부터 Depth Image, 일반 RGB 카메라로부터 Scene Image 를 얻어낸다. 이 

정보를 Middleware 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여 Hand Position 이나 User 와 같은 데이터로 

가공한다. 가공된 정보를 Application 이 받아 Motion Interface 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각 

Interface 들은 그 특성에 맞게 Planetarium Display 정보를 제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Planetarium 화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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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프로그램 상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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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5.1  하드웨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Depth Camera인 Kinect는 오랜 시간 켜 두면 점점 기기가 과열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Kinect를 오랜 시간 사용해 본 결과 Kinect가 과열될수록 센서의 정

확도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본 프로젝트에서는 Kinect에 종

속적인 Microsoft Kinect SDK를 사용하지 않고 OpenNI와 NITE를 이용해 Depth Camera에 

접근하기 때문에 OpenNI를 지원하는 다른 Depth Camera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Kinect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Depth Camera가 꾸준히 개

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Depth Camera가 본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지 충분한 검토를 거

친 후에 Depth Camera의 대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5.2  소프트웨어 

많은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의 특성 상 한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이나 출력해야 할 내용이 많으면 이는 곧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 수정 내용에서는 회귀분석 연산과 궤도 연산이 비교적 많은 연산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산 과다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연산을 수행할 데이터

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연산 횟수를 줄여 성능의 저하를 막는다. 충분한 테스트 과

정을 통해 연산 데이터의 양과 연산 결과의 정확도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면 만족할만한 

수준의 성능과 정확도를 얻을 수 있겠다. 

 

3.5.3  기타 

현재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행 

환경을 구축하는 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람이 환경 

설정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이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

자들은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을 설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

서는 사용자가 빠른 시간 안에 실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치 및 배포판 버전 프로그

램을 제작한다. 설치 파일을 실행한 뒤 ‘Next’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것 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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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에스더 - Project Leader 

- Planetarium Display 구현 & 프로그램 UI 구현 

김은혜 - Project Developer 

- 동작 인식 알고리즘 개발 및 구현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자료 조사 및 연구 5 

기능 설계 5 

동작인식 수정, 행성 정보 출력, 기능 재배치 15 

위치 표시, 궤도 표현, 과학적 효과 추가 20 

프로그램 테스트 15 

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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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 월 10 월 11 월 비고 

자료 조사 
예제 실행     

레퍼런스 탐색     

기술 연구 
예제코드 분석     

적용방법 연구     

기능 설계 
기능 구조 설계     

기능 내부 설계     

구현 

회귀분석 적용     

행성정보 출력     

기능 재배치     

위치 표시     

궤도 표현     

과학적 요소 추가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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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사전 지식 습득, 개발 환경 완성  

산출물 :  

1. Project 수행 계획서 

2. Project 기능 일람표 

~ 2012-09-06 

설계 완료 

기술 연구 및 프로그램 설계 

산출물 : 

1. 추가 기능 관련하여 설계 양식, 구현 코드 

2012-09-07 2012-09-13 

1 차 중간 보고 

동작인식 수정, 행성 정보 출력 구현, 기능 재배치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Term Project 관련 구현 소스 코드 

2012-09-14 2012-09-27 

2 차 중간 보고 

위치 표시 , 궤도 표현 구현, 과학적 요소 추가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Planetarium UI 디자인, 구현 코드 

2012-09-28 2012-10-25 

구현 완료 

Planetarium Program 구현 완료 

산출물: 

구현 완성 프로그램 

2012-10-26 2012-11-02 

테스트 

Project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Debugging 진행 후 관련된 문제점/해결책 

2. Project 수정 버전 

3. 설치 및 배포 버전 프로그램 

2012-11-03 2012-11-10 

최종 보고서 

Project 최종 보고 

산출물: 

1. Project 최종 보고서 

2. Project 최종 사용 설명서 

3. 최종 보고 발표 준비물(ppt, pdf) 

4. 최종 시연 동영상 

5. 외부 경시대회 출품 증빙자료 

2012-11-11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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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에스더 Planetarium Display Module 2012-09-06 2012-11-22 30 

김은혜 Motion Interface Function 2012-09-06 2012-11-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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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컴파일러 Microsoft 2012-09-06 2012-11-22  

개발용 PC 2 대 Samsung, Apple 2012-09-06 2012-11-22  

Kinect 1 대 XBOX 2012-09-06 2012-11-22 XBOX360 용 

OpenGL Library  2012-09-06 2012-11-22  

OpenNI Library  2012-09-06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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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 경시대회 출품 계획 일정 

- 참가 경시대회 :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모전 

- 일정 

 
- 일정에 따른 참가 계획 :  

n ~ 2012-08-31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u 작품 내용과 개발자 정보가 담긴 참가신청서 작성 

u 작품 개발 내용을 요약한 개발요약서 작성 

n 2012-09-09 : 서류 결과 발표 

u 서류 심사 합격 여부에 따라 이후 프로그램 제출 심사 가능 

n ~ 2012-09-15 : 작품 제출 

u 서류 심사 합격 시 작품 제출 

u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상태를 점검한 다음 제출 

n 2012-10-16 ~ 2012-10-20 : 작품 설명 및 데모 심사 

u 서류 심사 합격 시 참여 가능 

u 프로그램의 역할과 특성, 장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 

n 2012-10-22 : 후보작 선정 여부 발표 

n 2012-11 :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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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웹사이트 OpenNI http://www.openni.org/     

2 웹사이트 PrimeSense www.primesense.com    

3 웹사이트 Planetarium Texture www.alternativeto.net     

4 웹사이트 OpenGL 
http://www.winapi.co.kr/pr
oject/library/opengl/openg
l.html 

   

5 웹사이트 GLUT 
http://cadlab.hanyang.ac.
kr/OpenGL/glut_help/glut/
spec3.html 

   

6 웹사이트 Kinect http://openkinect.org     

7 웹사이트 OpenSceneGraph 
http://www.openscenegra
p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