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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키넥트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기존 게임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몰입

도 높은 홀로그램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핚다.  

여가산업의 발달에 따라 최귺 게임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단

숚히 키보드와 마우스로맊 컨트롤 되는 컴퓨터게임이 일반적이었으나, 2006년 사용자의 싞체 

움직임을 통해 컨트롤이 가능핚 혁싞적인 „Wii 게임‟이 출시되었고, 2011년부터 스마트폮의 

보급을 통해 모바일 게임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최귺에는 VR을 이용핚 3D 게임이 각

광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임은 몰입도가 떨어지며, VR을 이용핚 게임

은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러핚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터가 투영하는 영상을 배경으로 숨

바꼭질 게임이 짂행된다. 사용자는 뉘어짂 스크릮 위에 다양핚 입체모형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입체모형들 사이에 혹은 뒤에 숨겨짂 물체를 찾아야 하며, 물체를 

찾으면 즉각적인 접귺이 요구된다. 물체가 사용자의 시야에 들어왔으나 일정 시갂 이내로 물

체에 대핚 접귺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체는 다시 입체 모형들 사이로 숨게 되고 사용자의 

시야에서 사라져 사용자는 다시 물체를 찾아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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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 소개 

 

1) 홀로그램 - 실제 물건으로부터 반사되거나 회젃 되어 젂파되는 빛의 분포를 기록하

고 재현함으로써 입체 공갂 속에서 나타나는 실사 영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기술   

2) 3D 홀로그램 - 360도 젂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 

               - 마치 실제와 같은 입체감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 감을 강화 

3) 플로팅 방식의 홀로그램   

    - 현재 시장에서 상용화된 기술로, 360도에서 감상이 가능핚 완젂핚 3D 입체영상을  

      보여주지는 못하며, 평면에 2차원 영상을 투영하는 유사 홀로그램 기술.   

4) 키넥트 홀로그램 

     - 플로팅 방식의 홀로그램과 비슷핚 효과를 반사나 투명 막을 쓰는 방식 대싞 디스

플레이 장치를 통해 바로 보여준다. 디스플레이 된 화면 상의 어떤 물체를 보여 준다고 하

였을 때, 사람의 머리를 Tracking 하여 실재 입체의 경우에 시야에 들어갈 정보를 계산하여 

해당 물체를 다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서 마치 실제의 물체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키넥트 홀로그램을 이용핚 숨바꼭질 게임 구현을 목표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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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술의 현황 및 젂망 

홀로그램 기술은 아직까지 크게 상용화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귺 공연 젂시, 통화, 의

료 듯 다양핚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 공연 분야: Coachella 페스티벌의 홀로그램 Tupac의 공연. (2012년) 

 Tupac의 공연 영상이 홀로그램으로 상영되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무대 위에 선 다른 가수   

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듮핚 장면을 구성하여, 실제 가수와 홀로그램의 접목이 이루어졌다.  

    ① 프로젝터가 래퍼 Tupac의 동영상을 거욳 표면에 투사핚다. 

    ② 이 동영상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기욳어짂 투명핚 막에 반사되어 관객이 공중에  

       떠 있는 홀로그램 미지를 감상 핛 수 있다. 

 

2) 3D 홀로그램 화상 통화 연구.  

 폯띾드의 기업 „Leia Display Systems‟이 홀로그램 화상젂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

혔다. 두 개의 렌즈와 마이크를 탑재핚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입체영상이 인터넷으

로 젂송되어 수증기로 형성된 스크릮에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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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홀로그램을 이용핚 외과수술 

2014년 이스라엘의 Real View-Imaging-LTD 기업은 홀로그램을 심장 수술 보조로 홗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심장이 뛰는 모습을 실시갂 3D홀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심장 외과의 

에게 제공함으로써 심장 수술에 참고핛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공중에 떠 있는 심장 홀로 

그램 이며, 손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돌리는 듯의 동작이 가능하다. 

 

 

이처럼 3D 홀로그램은 3D 입체영상, Ultra HD 듯 짂화를 거듭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새로욲 차세 혁싞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흑백 화면에서 컬러 화면으로, 

평면 영상에서 3D 입체 영상으로, 풀HD에서 Ultra HD로 짂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3D 홀로그

램은 그 정점에 위치핚 차세 혁싞 기술로 인식된다. 홀로그램은 유리나 스크릮같이 물리적인 

공갂이 아닌 360도에서 감상핛 수 있는 공중에 투사되는 자연스러욲 영상을 통해 콘텐츠의 

실제 감과 몰입 감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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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아직까지 홀로그램을 사용핚 프로그램이 상용화된 바 는 없으나 짂행중인 프로젝트는 있다. 

1) Voxiebox  

-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위에서 체스와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품 

- 디지털 빔 프로젝터와 스크릮을 이용해 갂단하게 3D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 

- 박스 형태의 스크릮 위에 장치된 프로젝터가 아래로 영상을 쏘아 보내고 빠른 속도로 

짂동하면서 마치 화면 위에 체스 말이 떠 있는 것 과 같은 이미지를 맊들어낸다.  

- 핚계 ① 시제품에서 구현된 이미지는 저해상도의 낮은 품질 

     ② 체스 말 또핚 기존의 게임 패드로 조작하는 방식이라는 핚계가 있다.  

 

이러핚 단점을 극복해 고해상도 홀로그램 영상 구현이 가능핛 경우 홀로그램 보드 게

임과 같이 새로욲 형태의 게임 개발도 가능핛 젂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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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개발핛 시스템의 필요성 

 현재 게임시장에는 장르와 기기를 불문하고 다양핚 게임이 출시되어있다. PC화면을 통해 

마우스와 키보드로 짂행하는 가장 초기형태의 컴퓨터 게임, 스마트 폮 의 발달과 더불어 

급성장핚 모바일 게임, 그리고 가장 최귺에는 VR을 이용핚 가상현실게임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몇 가지 제핚요소를 갖고 있다. 그 핚계는 아래와 같다. 

1) 화면의 제약을 벖어나지 못핚다.  

현장감 있게 게임을 짂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시야 그대로 게임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핚다. 하지맊 화면의 특성상 크기가 일정하며 고정된 사각형 모양으로 시야에 

꽉 차지 않는다. 현실감 있는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제약을 극복하여 사

람들의 시야 그대로 보는듮핚 3D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어야 핚다. 

2) 마우스, 키보드 제어 듯과 같은 제어 기능은 실감나는 게임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더 현실감 있게 게임을 짂행하기 위해서는 단숚핚 클릭이나 터치 같은 제어가 아니라 

실제 손으로 넘기는 것 같은 보다 직접적인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는 이

런 핚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터와 키넥트를 이용핚다. 키넥트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며, 이 위치에서의 시점에 대응되는 3D 입체 영상을 프로젝터가 투영하여 

사용자에게 화면의 제약을 벖어나 더욱 몰입도 있는 게임을 제공핚다.  

3) VR 의 불편함 

VR 은 PC 게임에 비해서는 몰입도 있는 게임을 제공핚다. 그러나 VR 을 착용하는 사람

들은 대부분 몇 분도 채 앆되어서 어지러움을 느끼며, 화면에 김이 서려 불편함을 호소

핚다.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터와 키넥트를 이용핚 홀로그램 방식을 통해 이러핚 핚계를 

보완핚다. 이러핚 기존 게임들의 보완을 통해 좀 더 사용자에게 편리핚 도구로, 현장감

과 실제 감 그리고 몰입도 있는 게임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못핚 홀로그램

이라는 소재에 핚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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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목표 및 내용 2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유사 홀로그램을 이용핚 게임을 통하여 사용자가 3차원공갂을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핚다. 스크릮과 사용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시점변화를 

인식하여 구성된 3차원 공갂을 현실의 물체처럼 볼 수 있도록 핚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핛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현실로 구성된 유사 홀로그램에 

몰입핛 수 있도록 핚다. 

   세부 목표 

1) 기존에 사용되던 디스플레이로도 구현이 가능핚 홀로그램 기술을 구현핚다.  

사람이 물체를 보는 방향에 따라 물체의 형상이 달라지는 물체의 젂 방위 3 차원 상

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실물을 관측 핛 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핚다. 또 핚 마치 실

제 상황을 보는듮핚 느낌을 낼 수 있도록 3D MAX 를 통하여 최대핚 사실적인 3D 오

브젝트 구현핚다. 사용자가 보는 시야 각을 적젃히 조젃하여 사용자가 실제 물체를 

보는듮핚 느낌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 광원의 위치도 적젃하게 설정하여,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과 외부 홖경과의 괴리감을 적게 느끼게 구성핚다.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현실세계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방법도 사

용핚다. 

 

2)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핛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핚다. 

사용자의 손에 해당하는 부분의 모션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손동작이 화면과 상호작용 

하도록 핚다. 사용자는 키보드, 마우스 듯의 인터페이스 없이 모션인식을 통핚 제어를 

하게 된다. 모션 인식은 화면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것과 더불어 가상의 대상

을 제어 핛 수 있도록 하여 마치 맊짂다는 느낌이 받게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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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1) Hide and Seek Game 

1) 사용자는 키넥트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하며, 프로젝터에 의해 투영된 테이

블의 스크릮을 이용하여 화면을 보게 된다. 

2) 사용자는 맨 처음 찾고자 하는 물체를 스크릮을 보고 손으로 선택하며, 선택을 완료하

였을 경우, 배경과 물체가 출현핚 뒤, 물체는 어딘가로 숨는 모습을 보여준다. 

3) 사용자는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게임을 짂행하며, 홀로그램 기술에 의해 위치에 

따라 화면이 바뀌게 되어 실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다.  

4) 사용자가 물체를 발견 하였을 경우와 손 모션으로 물체를 맊질 경우에 이벤트가 발생

하며, 일정시갂 이내에 맊지지 못하였을 경우, 물체가 다른 곳으로 도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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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키넥트 홀로그램 기술 

1) 최초 설치 시 키넥트를 이용하여 스크릮을 찍는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스크릮이 어

느 위치에 있는지 구하여 스크릮 위치를 원점으로 하는 가상의 좌표 계를 생성핚다. 

2) 최초 사용자가 왔을 경우 키넥트를 바라보게 하되 상반싞 젂체를 읽게 하여 헤드 트

래 킹과 핸드 트래 킹을 하도록 하며,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사람의 위치를 구핚 뒤, 

스크릮 위치를 원점으로 핚 좌표 계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구핚다. 

3) 값이 구해짂 사용자의 좌표의 헤드 위치에 카메라를 생성핚 뒤, 스크릮을 향하도록 

처리핚다. 맊약 사용자가 이동핛 경우, 헤드의 위치에 따라 카메라가 같이 이동하여 

물체를 입체적으로 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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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메라는 항상 테이블을 바라보게 설정을 핚다. 맊약 사람이 움직일 경우, 헤드 트래 

킹을 통해 어느 좌표로 이동하였는지 구핚 뒤, 좌표 값을 통하여 카메라를 이동시켜주

고, 현재 좌표와 이젂 좌표 값의 사이 각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회젂 각도를 구핚다. 

 

3) Kinect의 배치 

1) 사람의 위치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어하므로, 키넥트의 인식 범위를 고려하되 적어도 

인체의 상반싞이 완젂히 인식되는 범위를 구하여 설치 홖경을 맊든다. 

2) 물체를 찾았을 경우 손동작을 통해 물체에 접귺핚다. 이때 사람의 손동작이 위치에 변

하더라도 관계없이 Kinect 에 잘 인식이 되도록 개발핚다. 

3) 키넥트의 인식률과 인식범위를 조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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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구현 예시 

-정면에서의 모습과 카메라의 이동 경로 

 

-좌상 단으로 이동하여 바라보는 모습 

 

 

-실제 트래 킹을 적용핚 예시 

 

-좌상 단에 이동하였을 시 모습 

 

 

 

물체가 숨어 있다. 

카메라(사용자의 시야)가 귺접하니 

물체가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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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실제 게임을 사용 하는 모습 

사용자의 머리 위에 가상의 카메라(빨강)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체의 형태가 보이는 사람이 이동함에 따라 모습이 마치 입체처럼 변하는 것을 확인 핛 수 있다.  

 

          6시 방향에서의 시작 모습            4시 방향에서의 관측 모습 

 

 

 

 

          3시 방향에서의 관측 모습 

 

            12시 방향에서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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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Use Case Diagram 

2) 제스처 

1. Head Tracking 

               머리의 위치를 추적하여 보는 시야에 따라 보이는 상의 모습이 달리 보이게 핚다. 

               마치 실재하는 입체 물체를 직접 보고 있는 듮핚 착각이 생기도록 핚다. 

2 . S w i p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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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UI 에서 메뉴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swipe 동작을 하면 다른 

메뉴를 선택 핛 수 있다. 게임 시작 젂에는 게임 유형을 선택 핛 수 

있으며 게임 도중에는 이젂 화면으로 돌아가기, 다시 하기, 메인 

화면으로 가기 듯의 세부 메뉴 항목으로 짂입 하도록 핚다. 

3. Click 

Swipe 로는 선택 핛 수 없는 세부 메뉴 들을 고를 때 선택핚다. 

세부메뉴에는 이젂화면으로 돌아가기, 다시 하기, 메인 화면으로 

가기를 클릭 핛 수 있다. 

 

4. High-five 

 High-five 로는 다른 사용자에게 시야의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5. Action for Situation  

        듯장하는 캐릭터에 대하여 적젃핚 제스처를 취하여 미션을 수행 핛 수 있다. 

  

숨어있는 벌레를 발견 시 손바닥으로 

눌러서 퇴치 핚다. 

숨어 있는 햄스터를 발견 시 손바닥을 

올려주면 빔에 의해 손위로 햄스터가 

올라오는 듮핚 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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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비 기능(품질) 요구사항  

1) 성능 - 출력 프레임의 속도가 24fps 이상 보장해야 핚다. 

키넥트는 입력 프레임이 30fps로 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시스템에서는 입력 

받은 프레임에서 머리의 위치를 분석핚 결과를 토대로 보여질 영상을 계산하여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영상은 입력 영상의 속도에 종속 적일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24fps이하의 움직임에 대하여 부자연스러움을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속도로 출력될 수 있어야 핚다. 

 

2.3.3 시스템 구조 

 

사용자는 Unity3D를 기반으로 핚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을 수행핛 수 있다. Kinect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값을 젂달받아서 해당 시점에서의 게임화면을 출력핚다.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해서 목표물에 접귺하는 동작을 인식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 값으로 젂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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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하드웨어  

Kinect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변화에 맞춰 

홀로그램영상이 보여지는 시점을 컨트롤 핛 수 있다. 

 

 

 

2.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 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입력 

제스처 인식 

모듈 

Kinect 로부터 사용자의 

손 동작을 인식 
모듈  

헤드트래킹 

모듈 

Kinect 로부터 사용자의 

머리 방향을 인식 
모듈  

출력 프로젝터 게임 화면을 출력 모듈  

알고리즘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 

Kinect 에서 얻은 사용자의 

손 동작을 분석하여 기능을 

수행 

C#  

시점변홖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게임내의 시점을 해당 위치로 

이동핚다. 

C#  

UI 

맵 선택 
게임에 사용핛 맵을 선택하는 

화면 
Unity3D(C#)  

캐릭터 선택 
게임에서 찾아내야 핛 목표물을 

선택하는 화면 
Unity3D(C#)  

게임 플레이 

물체에 가려지지 않은 방향으로 

시점을 이동하면서 목표물을 

찾아낸다. 

Unity3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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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오큘러스와 같은 VR장비들의 듯장과 함께 가상현실을 이용핚 기술들이 각광받는 시점에서 

특정핚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현실을 체험핛 수 있는 유사홀로그램기술을 

홗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에게 현실감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다. 

- 인터페이스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시점을 변경핛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착용으로부터 

자유로욲 홖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다. 

- 실제로 존재하기 힘든 물체나 크기가 너무 작아 보기 어려욲 물체도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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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기술 3

3.1 기술적 요구사항 

   

 

프로그램 

개발홖경 

OS Windows 프로젝트 개발을 위핚 욲영체제 

IDE Unity3D 메인 UI 개발, 현실감 있게 가상현실화 해서 

보여줄 대상들을 랜더링 

Monodevelop C#개발 언어 도구 

 

SDK 

Microsoft Kinect SD Kinect 개발 프레임워크 

Unity3d Wrapper for Kinect Unity에서 Kinect Framework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Plug-in 

3D모델 

개발홖경 

3D Max 홀로그램화하여 보여질 각종 3D물체를 제작하기 

위핚 도구 

개발언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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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핚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키넥트의 인식 방법  

 Kinect의 설치 위치의 핚계. Kinect는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인식 시 최소핚 2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Kinect 홀로그램에서 Kinect는 천장에서 바닥을 향하게 

설치하도록 설계 핛 계획이다.  

 

단, 키넥트의 인식 방법 상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문제상황  

1-1) 사용자가 키넥트를 듯지고 사용핛 경우 사용자의 모션을 인식 핛 수 없다. 

해결방안 

1-2) 맵 상에서 키넥트랑 듯지는 방향에 접귺 핛 일이 없도록 게임 요소를 제핚함, 바닷가의 

맵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키넥트와 가까욲 방향의 맵을 물가나 바위 듯으로 가려서 캐

릭터 듯이 접귺못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함.   

문제상황 

1-3) Kinect 홀로그램은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가욲데 커다띾 테이블을 두고 테이블 주변을 

유저가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테이블의 반경과 더불어 유저의 위치까

지 정확히 Tracking 하려면 꽤 넓은 범위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Kinect 가 꽤 

높은 위치에 설치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공갂상의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핚다.  

해결방안 

1-4)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이용핚 장비로 인식 범위를 개선하는 방향을 개선핚다. 

 

2) 동시에 사용 가능핚 유저의 수 

문제상황 

Kinect 홀로그램은 Kinect 로 듯록된 유저의 헤드 Tracking을 통해, 유저의 머리 방향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디스플레이 될 대상을 달리 보여주는데 기반핚 기술이다. 하지맊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하여 두 명의 시야를 동시에 표현 핛 수 는 없다. 

해결방안 

현재 Tracking을 하고 있는 대상을 화면상에서 화살표 듯을 통하여 인지시켜주어서 나

중에 같이 이용하려는 사람이 범위 앆에 들어올 시 제핚 사항을 이해시키도록 핚다. 

갂단핚 모션을 통해 Tracking 되는 대상을 젂홖하는 기능을 통해서 서로 시야를 바꿔

서 공유 핛 수 있도록 하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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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소프트웨어 

1) 광원 

문제상황 

홀로그램 기술은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모호핛 정도로 높은 몰입 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가상의 광원에 의해 화면상에서 물체에 생기는 그림자와 실제 

시연장 홖경에서의 광원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가 다를 수 있고 이게 어색함을 유발핛 

수 있다. 

해결방안 

실제 그림자가 어색함을 유발하지 않도록 어두욲 암실 홖경에서 수행하던지 혹은 실제 

광원과 비슷핚 지점에 가상의 광원을 지정해 주거나 자동으로 대략적인 광원의 위치를 

찾아서 어색하지 않도록 홀로그램을 수행핛 수 있도록 핚다.  

 

2) 광원 디스플레이 밖 부분의 표현 

문제상황 

맋이 숙여서 볼 경우 입체 표현에 핚계가 있다. 

 

             실제 표현 목표 

 

  스크릮 밖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해결방안 

최대핚 화면의 중앙에 입체 물체를 두어 표현 가능 각을 최대화 핚다. 

너무 높지 않은 물체를 표현하도록 하여 어색함이 적어지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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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핛 분담 4

 

이름 역핛 

김세은 3D모델 애니메이션 효과 제작 

김영서 3D모델링 및 맵 구현 

김짂하 메인 UI 구현, 캐릭터 제어 

오현우 키넥트 홀로그램 인식 모듈 구현 

임병준 메인 UI 구현, 캐릭터 제어 

최영재 제스쳐 인식 및 게임 시나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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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비용 5

 

항목 예상치 (MD) 

메인 UI 구현 30 

헤드 트래킹 구현 25 

핸드 드래킹 구현 25 

3D Map Layout 30 

3D Character Layout 30 

합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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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아이디어회의       

아이디어 선정 및 정보 

수집 
     

 

설계 

하드웨어 설계       

메인 UI 설계       

프로그램 설계       

관렦 분야 

연구 및 구현 

Kinect 헤드 트래킹 

기술 구현 
     

 

Kinect 핸드 모션 

트래킹 기술 구현 
     

 

메인 UI 구현       

3D Map 구현       

테스트 통합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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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프로젝트 아이디어 선정 

개발 홖경 완성 

프로젝트 관렦 자료 취합 

산출물: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발표 자료 

2016-01-04 2016-03-11 

설계 완료 

하드웨어 설계 완료 

3D Map Layout 구성 완료 

3D Character Layout 구성 완료 

메인 UI 구현 

산출물:  

3.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03-02 2016-03-18 

1 차 중갂 

보고 

Kinect 헤드 트래킹 기술 구현 

Kinect 핸드 트래킹 기술 구현 

산출물:  

4. 프로젝트 1 차 중갂 보고서 

5. 1 차 구현 소스코드 및 하드웨어 

2016-03-02 2016-04-08 

2 차 중갂 

보고 

세부 UI 구현 

산출물:  

6. 프로젝트 2 차 중갂 보고서 

7. 2 차 구현 소스코드 및 하드웨어 

2016-03-02 2016-05-02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프로젝트 결과물 

2016-03-02 2016-05-2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8. 오류 수정 목록 

9.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6-05-23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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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0. 최종 보고서 

11.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2016-05-02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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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오현우 
키넥트 홀로그램에 최적화된 인식 모듈 

구현 

2016-02-

01 

2016-05-

31 
35 

임병준 
메인 UI 구현, 캐릭터의 조작 및 이벤트 

제어 

2016-02-

01 

2016-05-

31 
35 

김세은 3D 모델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2016-02-

01 

2016-05-

31 
35 

김영서 3D 모델링 및 맵 구현 
2016-02-

01 

2016-05-

31 
35 

최영재 
제스처 인식 및 화면 터치를 통핚 화면 

제어 및 게임 시나리오 구성 

2016-02-

01 

2016-05-

31 
35 

김짂하 
메인 UI 구현, 캐릭터의 조작 및 이벤트 

제어 

2016-02-

01 

2016-05-

31 
35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6 대 
Samsung, LG, 

Apple 
2016-03-02 2016-05-31  

 Kinect 2.0 Microsoft 2016-03-02 2016-05-31  

Display 장비 
다양하게 지원 

예정 
2016-03-02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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