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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는 Kinect Hologram을 이용한 게임을 통하여 사용자가 3차원공간을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스크린과 사용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사용자의 시점 

변화를 인식하여 구성된 3차원 공간을 현실의 물체처럼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현실로 

구성된 Kinect Hologram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1) 화면영상은 프로젝터가 투영하며, 컴퓨터 모니터나 스크린이 아닌 탁자 위에 띄워진다. 

 

2) 실제 감과 현장 감을 위해 3D MAX 를 이용하여 최대한 사실적인 3D 오브젝트 구현한다. 

- 사용자의 시야 각을 조절하여 실제 물체를 보는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  

- 광원의 위치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영상과 외부 환경과의 괴리감을 덜 느끼게 한다.  

- 움직이는 물체는 현실세계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 

 

3) Kinect 를 통해 사용자의 손 모션을 인식하여 화면과 상호작용 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인터페이스 없이 모션인식을 통한 제어가 가능하다. 

  - 모션 인식은 화면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것과 더불어 가상의 대상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치 만진다는 느낌이 받게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ide and Seek 

팀 명 Holo World!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6-APR-6 

 

캡스톤 디자인 I Page 5 of 14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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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Hide and Seek 게임 시나리오 

 

1) 사용자는 Kinect 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하며, 프로젝터에 의해 투영된 영상

이 테이블의 스크린에 띄워지며 화면을 보게 된다. 

2) 사용자는 맨 처음 찾고자 하는 캐릭터와 게임배경을 스크린을 보고 손으로 선택한다. 

선택을 완료하였을 경우, 배경과 캐릭터가 출현하며 캐릭터는 어딘가로 숨는다. 

3) 사용자는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게임을 진행한다 

이때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화면이 바뀌게 되며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실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다.   

4) 사용자가 캐릭터를 발견 하였을 경우와 손 모션으로 캐릭터를 만질 경우에 이벤트가 

발생하며, 일정시간 이내에 만지지 못하였을 경우, 캐릭터가 다른 곳으로 도주한다. 

 

2.1.2  Kinect Hologram 기술 

1)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스크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구하여 스크린 위치를 원점으로 

하는 가상의 좌표 계 생성한다. 

2) 사용자의 상반신 전체를 읽어 들여 헤드 트래 킹과 핸드 트래 킹을 하도록 하며, 캘리

브레이션을 통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구한 뒤, 좌표 계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구한다. 

3) 사용자의 좌표의 헤드 위치에 카메라를 생성한 뒤, 스크린을 향하도록 처리한다 

4) 카메라는 항상 테이블을 바라보게 설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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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Kinect 의 배치 

 

1) Kinect 의 인식 범위와 신체의 상반신이 완전히 인식되는 범위에 설치 환경을 만든다. 

2) 물체를 찾았을 경우 손동작을 통해 물체에 접근한다.  

이때 사람의 손동작이 위치가 변하더라도 관계없이 Kinect 에 잘 인식이 되도록 개발 

3) Kinect 의 인식률과 인식범위를 조사한다  

 

2.1.4  UI 개발 부분 

 

1) 캐릭터 선택 인터페이스 구현  

이용 가능한 캐릭터들이 놓여져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손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3D 이미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며 3D 개발에 유용하고 Kinect 와 

연동기능을 제공하는 Unity 를 이용한다.   

 

2) 게임 맵 선택 인터페이스 구현  

캐릭터를 선택 한 후 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손바닥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혹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맵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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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Hide and seek 게임시나리오 

1) 게임 초기 설정 - 사용자는 Kinect 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하며, 프로젝터에 

의해 투영된 테이블의 스크린을 이용하여 화면을 보게 된다. 

2) 타이틀 화면, 캐릭터 선택화면, 맵 선택화면, 게임 화면 총 네 개의 씬 을 가지며 사용

자는 각각의 씬 에서 슬라이드 모션과 핸즈업 모션을 통해 스크린과 인터렉션 한다. 

3) 타이틀 화면에서는 자신의 몸이 잘 인식되었는지 확인하며 간단한 모션을 통해 캐릭

터 선택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4) 캐릭터 선택화면에서는 게임 방법을 알아 볼 수 있는 패널을 하나 띄워 게임의 이해

를 도우며 캐릭터 고르는 겸 해서 벌레를 한번 잡아봄으로써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는지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5) 게임 화면 씬 에서 사용자는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키넥트를 통해 얻어온 키네마

틱 모델 중 손을 중점적으로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사용자의 손과 스크린 상의 

벌레가 충돌하였을 경우 잡은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스테이지로 갈 것 인지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갈 것인지 물어보는 창을 출력한다. 또한 단계가 증가 할수록 벌레의 수

가 늘어나며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ide and Seek 

팀 명 Holo World!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6-APR-6 

 

캡스톤 디자인 I Page 8 of 14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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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Kinect Hologram 기술 

기술 구현 배경 

 
 

 

기술 구현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계속하여 시점에 맞게 영상을  

비춰 줄 경우 입체의 물체로 인식 될 것이므로 

키넥트로 사람의 얼굴 좌표를 계속 받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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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고정된 물체에 대하여  

사람의 머리 위치에 따라 시야에 보여지는 물체의 상 정도 변화 

 

다음과 같이 사람의 시야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투영되는 모습을 변환한다. 

 

 
 

2.2.3  UI 개발부분 

 

1. UI Sequence Diagram 

 

UI 는 위의 흐름과 같이 진행되며, Unity3D 를 이용한다. UI 는 크게 시작화면과 캐릭터 선택, 

맵 선택 세가지 화면으로 구성 되며, 각 화면에서 이전 화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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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예정일정과 진도비교  

 예정일정 현재일정 

Kinect 화면과 캘리브레이션 및 헤드트래킹 화면과 캘리브레이션 및 헤드트래킹 

Unity Hide and Seek 알고리즘 구현 Hide and Seek 알고리즘 구현 

3D 

Max 

필드1, 캐릭터1  

(도주 애니매이션) 

필드3, 캐릭터1  

(도주 애니매이션, 부상 애니매이션) 

 

각 항목들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방향 

3.1  수정사항 

3.1.1  Kinect 손 동작인식 개발 부분 

       

                             (기존 Swipe)           (변경 후 Swipe)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 기존의 옆으로 쓸어 넘기는 동작대신 키넥트에서 주어진 깊이 맵을 

이용하여 현재 손의 깊이 값과 키넥트에서 인식한 테이블의 깊이 값이 일치할 경우 만졌다고 

인식하고 이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값이 변했는지를 이용하여 모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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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계획의 세부내용 

1)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Hide 알고리즘 구현 

 

Map을 분할 하여서 이동 위치를 지정한다. 

사용자의 주변 위치를 인식하여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한다. 

사용자로부터 범위가 멀고 물체의 뒤에 있어 시야에 가려지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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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용자의 주변 위치로 인식이 되면 자기에게서 가장 가까운 빨간색 지점으로 이동한다. 

 

2) 다양하고 실제 같은 질감의 게임 맵 구현 

- 좀 더 다양하고 독특한 게임 맵 을 구성한다.  

- 더욱 실제 같은 질감을 삽입하며 보다 실제 감 있는 맵을 구성한다. 

- 보다 다양한 숨을 환경을 제공하여 게임을 흥미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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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깊이 인식을 통한 모션 인식 

- 하나의 키넥트를 스크린 아래에 두어 스크린을 누름으로써 모션 인식을 한다. 

- 키넥트를 등진 채로도 깊이 인식을 통한 모션 인식이 가능하다. 

- 측면이나 등으로 인식이 되어 제스쳐 인식이 어려운 경우 사용 가능 

- 화면과 상호작용하여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 

 

 

 

 화면을 직접 눌러서 조작  화면을 사용자 쪽으로 끌어오는 

동작을 하여 메뉴 등을 호출 

  화면을 사용자로부터 밀어내는 동작을 

하여 메뉴에서 게임으로 재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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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향후 추진계획에 따른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세은 3D 모델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김영서 3D 오브젝트 모델링, 3D 맵 제작 

김진하 메인 UI 구현, UX 고도화  

오현우 디스플레이와 키넥트의 캘리브레이션 

임병준 메뉴 UI 구현, 화면전환 효과 구현 

최영재 유니티 게임 요소 고도화, 게임 시나리오 제작 

 

4.3 마일스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차중간보고 

세부 UI 구현 

전체 통합 모듈 구현 

산출물: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코드 및 하드웨어 

 

 

2016-04-07 

 

 

2016-05-18 

 

구현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프로젝트 결과물 

 

2016-05-01 

 

2016-05-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3. 오류 수정 목록 

4.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6-05-15 

 

2016-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