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조 matrix 
전홍준 조성훈 김정환 임수경 조민정 임비 

 

가상현실을 이용한 세계 여행 

Matrix 



프로젝트 배경 

TIME  

 MONEY 



가상현실을 통해 세계 유명 지역을  

여행 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젝트 목표 



좁은 컴퓨터 화면 가상현실의 몰입을 
방해하는 인터페이스 

Oculus Rift Leap Motion 여행관련 Open API 

한정적인 컨텐츠 

필요성 

몰입형 디스플레이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다양한 컨텐츠 



하드웨어 구조   

Leap motion의 인식 각도(130) > Oculus rift의 시야 각도(100)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의 모든 부분을 손동작을 통해 제어 가능  



UI Diagram 



가상 현실 출력  

 구(Sphere)형태로 변환된 파노라마 이미지 
공간 

•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 형태의 표면에 
입힐 수 있도록 이미지 변환 
 

• 해당 구 형태의 공간 가운데에 사용자
가 위치하도록 하여 실제 해당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도록 구현 

 Street View 간 이동 기능 구현 

•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을 얻어와 해당 
각도의 화살표 UI 출력 -> click으로 
이동 



조작 방법 - Leap Motion 

Swipe  

손을 편 상태로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움직이면  
그 방향에 따라 객체를 좌우로 움직인다.  

Click  

손을 핀 상태로 손 끝으로 화면 상의 객체를 누르면 
중지 끝 점이 가리키는 객체가 선택된다.   

Zoom in / Zoom out  

왼 손과 오른 손의 모습을 받아와 두 손이 가까워지면 
화면을 축소하고, 멀어지면 화면을 확대한다. 



Head 
Tracking 

조작 방법 – Oculus Rift 



실행 화면 

 여행지 타겟 선택 가능 
 ‘Swipe’ 동작으로 지구 회전 
 ‘Zoom in/out’ 동작으로 확대, 축소 

 제스처 도움 화면 



실행 화면 

 타겟 위에 손을 올리면 대표 이미지
와 해당 여행지의 이름이 제공 

 ‘Click’ 동작으로 해당 여행지 이동  

< Loading 화면 > < Street View >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행 경험 
제공 

1 

기대효과 

자동차 여행을 가기 전 사전답사 2 

여행에 대한 새로운 방법 제시 3 

가상현실 관련 시장에 기여 4 



- 여행지의 지역 설명 인터페이스 제공 
- 여행지와 관련된 동영상 제공 

- 제어 개선을 위한 Leap motion 위치 조정 
- 인터페이스 제어 알고리즘 개선 

- 불필요한 코드 수정, 객체의 캡슐화 
- 메모리 누수 제거 

개발 목표 & 내용 

여행지 이해를 위한 부가설명 및 동영상 추가 
다양한 
컨텐츠 

코드의 가독성과 동작의 효율성 향상 
소스 

리팩토링 

모든 사용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인터페이스 

개선 



System Architecture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