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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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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목표이다. 이 때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말은 기존 사각형 화면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

닌 사람이 현실에서 보는 시야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핚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에 실제 시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현실성 있는 관광 서비스를 개발핚다. 사용

자에게 더욱 현실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Google Street View에서 제공하는 젂 방향 

이미지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 여행지에서 그 곳을 구경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핚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을 적용 및 개발을 목표로 핚다. 

 

1. 화면 영상은 컴퓨터 모니터나 패드와 같은 기기가 아닌 Oculus Rift으로 보여준다. 

2. 사짂 이미지를 Oculus Rift에 맞는 이미지로 변형 핚다. 

3. Leap Motion을 이용하여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의 컨트롤을 벗어나 실제 몸의 모션 제어

를 통해 현실감 있는 제어 기능을 제공핚다. 

4. 이미지 정보 이외의 어떠핚 정보가 없는 Street View의 이미지의 각 오브젝트에 대핚 추가

정보를 제공핚다. 

5. 여행지 정보를 받아두는 Cache 알고리즘 재 설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힌다. 

6. 코드의 가독성을 높히고  객체의 동작을 직관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Code Refactoring을 핚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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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2.1 수정사항 

2.1.1  동작인식 개발 부분 

 

-모든 사용자의 싞체구조를 고려하여 어떠핚 상황에서도 동작 

인식이 매끄럽게 되도록 Leap Motion 위치를 변경핚다. 

-이용 범위에 맞는 모든 사용자들에 맞춰 Test를 짂행핚다. 

 

2.1.2  가상현실 출력 개발 부분 

- 여행지의 정보를 가져와 저장하는 Cache 알고리즘 부분을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 설계핚다. 

2.1.3  Code Refactoring 

- 코드의 가독성을 고려핚 Clean Coding을 수행핚다. 

- 객체의 캡슐화를 위해 기존 함수의 기능을 세분화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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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3.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3.1.1  마일스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 차 중간 보고 

- Leap Motion 위치 수정 

- UI 개선 

- Code refactoring update 

- Leap Motion 수정 테스트 

산출물 : 

- 프로젝트 2 차 중갂 보고서 

- 프로젝트 짂도 점검 표 

-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및 하드웨어 

- 프로젝트 실행 프로그램 

2015-10-09 2015-10-29 

Update 

- update 완료 

- UI 디자인 업그레이드 

산출물 : 

1. 프로젝트 결과물 

2015-10-30 2015-11-12 

Test 

- 버그 테스트 

- Leap Motion 최종 테스트 

산출물 : 

1. 오류 수정 목록 

2.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5-11-13 2015-11-25 

최종 보고서 

- 최종 보고 

산출물 :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 

2015-11-20 201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