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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현재 여행을 떠나고 싶으나 시간적, 비용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간접 체

험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여행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국한되어 있어 현실감 있는 여행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Leap Motion과 Oculus Rift를 이용한 가상

현실을 통해 유명 관광지를 여행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젝트는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현실적 제한요소로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실

제 여행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여행지와 여행지의 주요 건물들에 부

가설명이 되어있어 사용자는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사용자는 Oculus Rift를 통해 원하는 지역을 실제로 그 장소에서 보는 것 같은 몰입도 있

는 화면을 보게 된다. 3D 이미지로 이루어진 지구 모습을 초기 화면으로 하며, 사용자는 

Oculus Rift 앞에 부착된 Leap Motion을 통해 마치 화면을 직접 선택하는 듯한 손의 모션

을 통하여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특정 지역이 선택되면 선택된 장소

에 사용자가 실제로 서서 보는 듯한 화면을 제공한다. 이 때 Google Street View를 이용해 

세계 유명 관광지의 가장 현실감 있는 영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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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프로젝트의 필요성 

현재 지역체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유명 관광지의 사진들을 공유

해주는 관광 전문 사이트, Google Street View, Naver Street View 등과 같이 그 지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Facebook이나 Naver Blog와 같이 관광지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공

유 할 수 있는 서비스 등 관심 있는 지역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

다. 이렇게 많은 유용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서비스는 현실적인 이미지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 째, 컴퓨터 화면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지역을 체험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보는 시야 그대로 그 지역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의 특성상 고정된 

화면의 크기는 평평하고 시야에 꽉 차지 않은 사진일 수 밖에 없다. 결국 현실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이 제약을 극복하여 사람들의 시야 그대로 보는듯한 3D 이미지를 볼 수 있

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 째, 단순한 마우스 제어, 키보드 제어, 터치패드 제어 등과 같은 제어 기능은 실감나는 체험

을 방해하는 매우 큰 요소이다. 사람들이 더 현실감 있게 특정 관광 지역을 체험하기 위해선 단

순한 클릭이나 터치 같은 제어가 아니라 밀고 당기고 손으로 가리키는 것 같은 보다 직관적인 제

어 기술이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는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Oculus Rift와 Leap Motion을 사용한다. Oculus 

Rift는 사용자에게 화면의 제약을 벗어나 더욱 몰입도 있는 여행을 제공한다. 그리고 Leap Motion

을 통한 화면을 제어는 다른 마우스나 패드 등의 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가상현실에 집중 할 수 

있는 UI를 제공한다. 또한 여행지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Google Street View를 이용한

다. 

Google Street View 서비스는 전 방향으로 이루어진 사진이미지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기술들이 적용된다면 매우 현실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전 방향 

이미지가 컴퓨터 화면의 작은 이미지가 아닌 시야에 꽉 찬 이미지로 변형되어 사용자는 실제 그

곳에 서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사용자가 고개를 앞으로 돌리면 대상 지역 앞의 광경이 시야

에 꽉 차 보일 것이고 고개를 뒤로 돌리면 뒤의 모습이, 위를 보면 위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사

용자는 세상 어느 곳이든 체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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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가상현실 및 가상 여행의 시장 현황 

가상현실 분야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던 주제다. 현재 애플, 삼성, 

Facebook 등 다양한 IT업체들이 VR기기를 발표했고, 이에 걸 맞는 콘텐츠도 계속해서 등

장하고 있다. 가상현실의 디스플레이 기술 연구는 시각정보의 생성을 위한 그래픽스 기

술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최근에는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

에 따라 좀 더 사실적인 영상 생성을 위한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나아가 현재 보편

화된 시각, 청각뿐만이 아닌 다른 감각기관의 가상현실화가 진행되고 있다. 영화, 교육, 

전시, 헬스 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현재 게임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가상현실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900억 달러를 기록하고,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커져 1조 436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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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존의 가상 여행 프로그램들의 한계 

1 Experience/Japan – Oculus Rift 

설명 & 한계 

 

Polygon Window Productions Inc.에

서 만든 Oculus Rift로 일본의 일상 

생활을 경험하고 둘러볼 수 있다. 

화질이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데모 영상으로 나와있다. 

 

한계점 : 사용자는 주어진 영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며 자신이 원하는 

곳을 충분히 돌아볼 수 없다. 

차별점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여행지를 직접 걸어 다니는 것

처럼 제어할 수 있다. 

 

2 Liquid Galaxy 

설명 & 한계 

 

Google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Google 

Earth를 3D 영상으로 LCD를 통해 보여

준다. 앞에 있는 터치패드를 이용해 조

작하며 전 세계 어디든 여행 할 수 있

다. 

 

한계점 : Google Earth를 사용해 영상에 

현실감이 떨어지고, 패드를 사용해 가상

이라는 느낌을 준다.  

  

차별점 
Google Street View를 사용해 현실감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Leap Motion을 이용

해 가상현실에 더 적합한 조작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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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ogle Earth – Leap Motion 

설명 & 한계 

 

Leap Motion을 이용하여 Google Earth를 

제어하도록 만들었다. 손으로 마치 비행

기가 날아다니듯 움직이며 지구를 돌아

다닐 수 있다. 

 

 

한계점 : Google Earth의 화질이 안 좋아 현실감이 떨어지고 몰입감이 없다. 

차별점 
Google Street View를 사용해 현실감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Oculus Rift를 이용해 

몰입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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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실제 세계 유명관광지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

램 개발이 목표이다. 이 때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말은 기존 사각형 화면을 통하여 보

는 것이 아닌 사람이 현실에서 보는 시야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기능을 구현

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에 실제 시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현실성 있는 관광 서

비스를 개발한다. 사용자에게 더욱 현실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Google Street 

View에서 제공하는 전 방향 이미지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 여행지에서 그 곳을 구경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을 적용 및 개발한다. 

첫 째, 화면 영상은 컴퓨터 모니터나 패드와 같은 기기가 아닌 Oculus Rift으로 보여준다. 

- 실제 여행지의 모습을 사용자의 시야에 따라 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현실감 있게 

여행지를 구경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Oculus Rift를 이용한다. 

 

둘 째, 사진 이미지를 Oculus Rift에 맞는 이미지로 변형 한다. 

- Street View 이미지는 일반 사진 이미지와 전 방향 사진 이미지로 구성된다. Oculus Rift

를 통하여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들을 Oculus Rift에 맞는 이미지로의 변형 과정이 

필요하다. 

 

셋 째, Leap Motion을 이용하여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의 컨트롤을 벗어나 실제 몸의 

모션 제어를 통해 현실감 있는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 사용자가 가상 현실 세계에서 여행지를 구경하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키보드, 마

우스, 터치패드의 이벤트로 제어하지 않고 모션인식을 통한 제어를 해야 한다. 모션 인식

은 단순 2D 이미지가 아닌 깊이 값을 이용한 3D 정보 인식이 필요하다. Leap Motion은 

이러한 모션 기능을 제공하지만 각 모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모션에 따른 

의미를 지정하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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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째, 이미지 정보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없는 Street View의 이미지의 각 오브젝트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 Street View의 이미지 파일의 각 주요 오브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오브젝

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저장 관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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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2.2.1  연구/개발 주제 

1. 인터페이스 구현 

- 첫 화면은 3D로 만든 지구를 보여주고, 조작할 때 마치 손으로 지구본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 지구에는 주요 나라들의 나라 명이 표시되어 있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나라 지도와 여행지의 대표 사진을 함께 보여줘서 지도나 사진을 선택하여 해당 

여행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Street View 

- Oculus Rift를 통해 Google Street View를 실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

게 출력한다. 

3. Leap Motion 배치 

- 보고 있는 화면을 사용자가 편히 제어할 수 있는 최적의 배치 방법을 찾는다.  

4. 프로그램 제어를 위한 동작 구성 

- 사용자가 현실감 있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외부 기기가 아닌 동작을 이

용해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영상 변환 

- 프로그램일 Oculus Rift로 출력하기 위해 영상을 변환한다. 

 

2.2.2  연구/개발 방법 

1. 인터페이스 구현 

- 사용자가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3D 이미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이 때 3D 

개발에 유용하고 Oculus Rift API와 연동기능을 제공하는 Unity를 이용한다.  

- 화면 하단에는 여행지를 대표하는 썸네일 이미지들을 cover flow형태로 표시한다. 

이 때 첫 대표 이미지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인기 장소로 한다. 

-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

식이 모두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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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reet View 

- 여행지를 선택하면 해당 여행지의 Street View를 보여준다. 이 때 여행지의 Street 

View 시작지점은 가장 조회수가 많은 지점을 대표로 한다. 

- Street View에서 주요 건물이나 장소에는 ‘information’아이콘을 띄워 아이콘 선택 

시 그 건물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을 말풍선 형태로 보여준다. 

3. Leap Motion 배치 

- 동작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어한다는 가정하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분석하여 사

용자가 가장 편하게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팔의 높이를 분석한다. 

- Leap Motion의 인식률과 인식범위를 조사한다. 

-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분석한 자료와 Leap Motion의 인식범위에 대한 자료를 통

해 사용자가 가장 편하게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고, 인식률 또한 높은 위치에 

Leap Motion을 배치한다. 

4. 프로그램 제어를 위한 동작 구성 

- Leap Motion을 통해 손의 동작을 받아올 때의 정확도를 조사한다. 

- Leap Motion에서 받은 정보를 프로그램과 병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클릭, 확대/축소, 화면 넘기기 등의 동작들을 정한다. 

- Leap Motion에서 받은 동작 정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영상 변환 

- 하나의 화면을 좌, 우로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 하나의 화면을 Oculus Rift의 좌안과 우안에 맞춰 두 화면으로 영상을 변환하여 출

력하는 것과 좌안과 우안에 동일한 하나의 화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의 차이를 확

인한다. 

- 두 가지의 화면 출력 방식 중에서 더 선명한 것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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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사용자는 다음의 손동작들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다.  

 

1. Swipe 

  

지구화면에서 swipe 동작을 실행하면 지구 모형이 swipe 동작에 맞춰 회

전한다. 또한 나라화면에서 지역 리스트를 양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2. Click 

지구 화면 및 Street View 화면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Street View 화면에서 오브젝트 위에 있는 아이콘을 click 할 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화면을 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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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oom in/out 

 

모든 화면 상에서 이미지를 확대/ 축소 할 수 있다.   

 

 

 

4. Head Tracking 

사용자의 머리 방향에 따른 화면 전환이 가능하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Google Place API 및 Street View API의 1일 한도 요청 수는 각

각 1일 1000개와 2500개로 제한되어 있다. 추후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게 될 시에는 추

가 요청 수를 늘리기 위해 유료 요금 결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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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사용자 PC를 기반으로 Windows OS에 설치된 Unity기반 프로그램 통해 서비스를 보여준다. 

Unity 내부의 WebView 이용해 Google Street View와 HTTP통신을 하여 여행지역에 대한 전 

방향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 또 여행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Tour API를 사

용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오고 JSON Parser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파싱해 사용한다. Leap 

Motion과 Oculus Rift는 PC와 USB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들어오는 모션 및 Head Tracking 

데이터를 받아와 처리해주는 Motion Control 모듈을 구현하여 UI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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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입력 

제스처 인식 

모듈 

Leap Motion 으로부터 

사용자의 손 동작 인식 
모듈  

Head Tracking 

모듈 

Oculus Rift 로부터 

사용자의 머리 방향 인식 
모듈  

출력 Oculus Rift 화면 출력 모듈  

알고리즘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 

Leap Motion 에서 얻은 사용자의 

손 동작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의도한 인터페이스 확인 

C#  

Head Tracking 

인식 인터페이스 

Oculus Rift 에서 얻은 사용자의 

머리 방향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화면 확인 

C#  

메인 UI 

여행지 선택 여행지를 선택하는 화면 Unity3D(C#)  

여행 관련 API 

Google Street View API, 

Google Place API 를 통해 

여행지의 모습과 세부 정보를 표현 

Unity3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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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프로젝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크린 이미지 크기와 해상도의 제한 없는 양질의 이미지를 제공 한다. 

- 사람들이 이미지를 볼 때 느끼는 이미지의 해상도는 사각형의 평면화면의 출력에서 특정 

수준의 이미지 해상도까지만 영향을 받는다. 이미지가 특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다 

해도 고정된 화면의 크기는 사람들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

된 화면 크기를 벗어난 사람의 시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 방식은 기존 이미지의 크기보다 

크고 높은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를 제공 할 수 있다.   

2. 2D 이미지가 간접 3D 이미지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현실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2D 형태의 평면 이미지 또한 변형과정을 통해 사람의 시야에 꽉 찬 이미지로 보여진다. 

또한 Oculus Rift 출력 특성상 평면 이미지도 구부러짐 효과를 통해 간접적인 3D 이미지처

럼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이미지가 표현된다. 

3.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 직접 서서 볼 수 있다. 

- 전 방향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기존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지 않고 3D 입체 안경을 통해 

보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사람이 보는 방향에 따른 이미지가 보여진다. 얼굴을 앞을 향하

면 앞, 위를 향하면 위의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마치 그 지역에 직접 서 있는

듯한 경험을 준다. 

4. 기존 컨트롤러를 벗어나 행동으로 조작이 가능해 기존 제어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 사람들의 모션을 통한 제어는 영화 혹은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기술이다. 이젠 이 기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져 단순한 클릭과 모션을 벗어나 현실감 있는 모션을 통해 기기를 제어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 방법의 변화는 기존 제어 시스템이 가질 수 없는 무궁무진한 제어

방법을 제공하고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제어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프로젝트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출발지로부터 특정 도착지까지의 경로를 출발 전 미리 볼 수 있다. 

- 특정 출발지에서 특정 도착지까지의 경로를 현실적인 화면을 통해 미리 볼 수 있게 함으

로써 보다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2.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 사용자가 인터렉티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계획서 

프로젝트 명 MATRIX 

팀 명 MATRIX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5-SEP-17 

 

캡스톤 디자인 II Page 18 of 22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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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지역에 대해서 보여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의견

을 기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자가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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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UI 개발 부분 

Window 7 Service Pack 1 :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운영체제 

Unity 3D : 전체적인 UI 개발에 활용할 Graphic User Interface 전용으로 개발된 툴 

C# : Unity 3D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Google Street View API : 사용자에게 여행지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보여 주기 위해 이용 

 

3.1.2  동작 인식 개발 부분 

Window 7 Service Pack 1 :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운영체제 

Leap Motion :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용자의 손의 동작을 

인식하여 프로그램을 제어할 장비 

Leap Motion SDK : Leap Motion을 통해 인식된 동작들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툴 

 

3.1.3  가상현실 출력 개발 부분 

  Window 7 Service Pack 1 :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운영체제 

  Oculus Rift :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가상현실화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장비 

  Oculus Rift SDK : 프로그램을 Oculus Rift에 출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툴 

  영상 Rendering : 프로그램이 Oculus Rift를 통해 현실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영상의 

    Rendering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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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UI 개발 부분 

  화면 전환 버퍼링. 

   현실적 제한 요소 : 메뉴 선택 및 사용자의 보는 방향 변화에 따라 화면이 전환될 때 버

퍼링이 발생하여 현실감을 떨어뜨린다. 화면이 전환될 때 오브젝트에 

있는 추가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  

해결 방안 : 현재 위치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화면 및 추가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

어서 화면을 전환할 때 버퍼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2  동작 인식 개발 부분 

 사용자의 활동 범위 측정 

 현실적 제한 요소 : 사용자의 모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손동작과 위치를 프로그

램 제어 동작으로 정해야 한다.  

 해결 방안 : 시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프로그램을 제어하기에 가장 좋은 활동 범위 

및 동작을 정한다. . 

 

3.2.3  가상현실 출력 개발 부분 

 사용자의 어지러움 호소 

  현실적 제한 요소 : Oculus에서 감지한 사용자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일치 하지 않아 생기

는 인지 부조화와 안 좋은 화질로 인해 사용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다.  

 해결 방안 : unity를 이용해 고화질의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 번의 시험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어지러움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영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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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전홍준 Head Tracking 모듈 수정 

조성훈 Google Street View API 연동 모듈 수정 

김정환 제스처 인식 모듈 수정 

임수경 Google Place API 연동 모듈 수정 

조민정 메인 UI 수정 

임비 메인 UI 수정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MD) 

메인 UI 구현 50 

제스처 인식 모듈 구현 30 

Head Tracking 모듈 구현 30 

Google Street View API 연동 모듈 구현 35 

Google Place API 연동 모듈 구현 35 

모듈 통합 및 시스템 테스트 40 

합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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