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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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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램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여행지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 데 국한되어 있어 현실감 있는 여행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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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유명 관광지를 여행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젝트는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현실적 제한요소로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실제 여행

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여행지와 여행지의 주요 건물들에 부가설명이 되어

있어 사용자는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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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보게 된다. 3D 이미지로 이루어진 지구 모습을 초기 화면으로 하며, 사용자는 Oculus Rift 앞

에 부착된 Leap Motion을 통해 마치 화면을 직접 선택하는 듯한 손의 모션을 통하여 원하는 지

역을 선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특정 지역이 선택되면 선택된 장소에 사용자가 실제로 서서 보

는 듯한 화면을 제공한다. 이 때 Google Street View를 이용해 세계 유명 관광지의 가장 현실감 

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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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할 수 있는 서비스 등 관심 있는 지역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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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노라마 이미지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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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사용자가 고개를 앞으로 돌리면 대상 지

역 앞의 광경이 시야에 꽉 차 보일 것이고 고개를 뒤로 돌리면 뒤의 모습이, 위를 보면 위의 모

습이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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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콘텐츠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가상현실

의 디스플레이 기술 연구는 시각정보의 생성을 위한 그래픽스 기술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최

근에는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좀 더 사실적인 영상 생성을 위한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나아가 현재 보편화된 시각, 청각뿐만이 아닌 다른 감각기관의 가상현

실화가 진행되고 있다. 영화, 교육, 전시, 헬스 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현재 게

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규모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가상현실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900억 달러를 기록하고, 2030년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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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만든 Oculus Rift로 일본의 일

상 생활을 경험하고 둘러볼 수 있

다. 화질이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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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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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 

현실감이 떨어지고, 패드를 사용해 가상

현실에서의 몰입감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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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상현실에 더 몰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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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감을 느끼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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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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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이전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세계 유명관광지를 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

었다. 이번 목표로는 사용자에게 더욱 현실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팩토링 수행, 기능 

추가, 컨텐츠 추가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 및 개발한다. 

 

첫 째, Code Refactoring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코드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Clean Coding을 

수행한다. 동시에 객체의 동작을 직관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기존 함수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객

체를 캡슐화를 진행한다.  

 

 

◎불필요 소스의 제거  

-기존의 소스들은 불필요한 알고리즘, 반복되는 구조 등으로 인하여 가동성뿐만 아니라 퍼포

먼스, 안정성에도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구조들을 제거, 수정하여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한다.  

 

◎Algorithm 재설계 

-UI, 조작 인터페이스 등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알고리즘을 수정과정이 필요하며 추가적으

로 가능하다면 알고리즘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 시킨다. 

- Street View 이미지는 일반 이미지와 파노라마 이미지로 구성된다. Oculus Rift를 통하여 출

력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들을 Oculus Rift에 맞는 이미지로의 변형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

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에게는 매끄러운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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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조작 인터페이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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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터치패드의 이벤트로 제어하지 않고 Leap Motion을 통해 제어된다. 원래는 Leap Motion

의 위치를 변경하여 하드웨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었지만 전체적인 Code Refactoring단계

에서 Leap Motion 알고리즘 수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되어 전보다 부드럽고 섬세

한 제어가 가능하다.  

 

◎ 조작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개선 

-> 기존의 조작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반복되는 구조, 잘못된 조건, 수행순서, 조건 수치 등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감한 사용자에게 조작 딜레이를 야

기 시키고 조작하는 대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 시킨다. 

 

◎ 이벤트 제어를 도입한 제어 알고리즘 구현 

-> 기존의 조작 알고리즘에서는 각 화면마다 조작 알고리즘을 만들어 중복된 소스코드를 가

지고 있어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 화면의 모든 소스들을 각각 수정해야 하는 반복 과정이 필

요하고 이는 다시 성능을 저하 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벤트 컨트롤을 도입하여 

하나의 통합 소스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셋 째, UI 개선 및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 추가 

모든 사용자가 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UI를 개선, 가이드 화면의 

시작적인 ANIMATION 도입, 여행지 정보 인터페이스를 추가한다. 

 

◎가이드 애니메이션 추가 

- Oculus와 Leap Motion 사용이 생소한 사용자들을 위해 단순히 읽는 형태의 가이드 제공화

면을 제공하는 것 대신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으로 가이드 화면을 구성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여행지 정보 인터페이스 구현 

-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Wikipedia API를 사용한 신뢰성 높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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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보를 화면에 제공하여 단순히 여행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2.1.1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1)  System Architecture 
 

 

<그림 2>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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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y 내부의 WebView를 이용해 Google Street View와 HTTP통신을 하여 여행 지역에 대한 단편 

이미지를 받아오고 이를 파노라마(전 방향) 이미지로 합성한다. 또한 여행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Tour API를 사용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오고 JSON Parser를 이용해 해당 데이

터를 parsing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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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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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ftware Architecture 
 

 
 

<그림 3> Entire Architecture 

EarthScene에서 사용자가 여행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면 LoadingScene을 통해 StreetViewScene으로 화면이 전환된다. 

 

EarthScene 

사용자에게 동작에 대한(시스템 사용법) 설명을 해주는 

Guide 화면을 보여주고,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인 화면이다. 

Loading 

Scene 

화면 전환 시 보

여지는 로딩 화

면이다. 

StreetViewScene 

EarthScene에서 선택된 여행지의 파노라

마 이미지를 관리 및 출력한다. 

EarthManager 

EarthScene을 관리한다. 

OVRLoading 

Screen 

화면 출력 및 

관련 이벤트를 

관리한다. 

StreetViewManager 

StreetViewScene을 관리한다. 

하부 객체 하부 객체 

Camera 
Gesture 

Controller 
Earth Guide Camera 

Gesture 

Controller 

Street 

View 

Renderer 

Oculus Rift의 

화면 출력 및 

Head 

Tracking 기능

으로 이루어져 

있고, 

Unity와 연동

되어 화면의 

출력을 담당한

다. 

Leap Motion

의 동작인식 

기능으로 이루

어져 있고, 

EarthScene과

StreetViewSce

ne에서의 인

터페이스 조작

을 담당한다. 

EarthScene의 

인터페이스 디

자인 기능을 

담당하고, 해

당 scene의 

모든 UI 이벤

트들을 관리한

다. 

사용자에게 시

스템 사용법을 

안내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Oculus Rift의 

화면 출력 및 

Head 

Tracking 기능

으로 이루어

져 있고, 

Unity와 연동

되어 화면의 

출력을 담당

한다. 

Leap Motion

의 동작인식 

기능으로 이

루어져 있고, 

EarthScene과

StreetViewSce

ne에서의 인

터페이스 조

작을 담당한

다 

HTTP 통신 모

듈로 한 장의 

파노라마 이

미지를 해상

도가 높은 21

장의 타일 형

식의 이미지

로 받아오는 

기능을 담당

하고, 이를 

Cubemap 형

식으로 변환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MATRIX 

팀 명 MATRIX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6 2015-NOV-25 

 

캡스톤 디자인 II Page 13 of 3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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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ardware Architecture 
 

 

<그림 4> Hardware 
 

하드웨어는 Leap Motion, Oculus Rift, 노트북(또는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현실 

상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보고 있는 화면을 쉽고 편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Oculus Rift 앞에 Leap 

Motion을 부착한다.  

 

       

<그림 5> Leap Motion이 부착된 Oculus Rift 모습       <그림 6> Leap Motion과 Oculus Rift 시야 각도 
 

Leap Motion은 좌우로 135°까지 인식이 가능해 Oculus Rift의 시야 각도인 100°보다 넓다. 따라

서 사용자는 보고 있는 화면의 모든 부분을 손동작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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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연구/개발 내용 

(1)  UI 개발 부분 

 UI 디자인 
 

 

     <그림 7> 처음 화면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Control Guide Animation’를 넣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손 동작들의 안내를 해줬다. ‘Control Guide Animation’는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사

라지며, 사라진 후부터 사용자는 자유롭게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 

 

l      

 

 

 

 

 

 

 

                   <개선 전>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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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자가 한국인이라는 가정하에 손 모델의 피부색을 황인종에 맞춰 넣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화면의 손을 실제 자신의 손이라고 느껴 가상현실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면

에는 3D모델로 구현한 지구가 떠 있고 더욱 우주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별이 떠 있는 배경을 

적용했다.  

  

 

 

 

 

 

 

 

<그림 9> Swipe 전                     Swipe 후 
 

     

<그림 10> Zoom in 
    

해당 화면에서는 ‘Swipe’와 ‘Zoom in/out’ 제스처를 이용하여 지구 모델을 돌리거나 확대, 축소

할 수 있다. ‘Zoom in/out’ 제스처를 할 때는 범위에 한계를 걸어 지구가 너무 크거나 작게 변하

지 않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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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여행지 타겟 표시                      <그림 12> 대표 이미지 표현 

지구 위에 있는 빨간 타겟들은 사용자가 여행해 볼 수 있는 여행지를 표시한 것이며 실제 여행

지의 위치(위도, 경도)에 표시되어 있다. 타겟 위에 손을 올리면 그 타겟에 해당하는 여행지의 나

라와 장소 이름이 제공되며 여행지의 대표 이미지도 함께 보여준다. 

 

 

 

 

 

 

 

    

<그림 13> Click을 통해 여행지로의 scene 변환 

 

 

타겟 위에 손을 올린 채로 ‘Click’ 제스처를 하면 해당 여행지로 scene이 바뀐다. 여행지의 이미

지를 받아와 Street View로 구성하는 동안 Loading 화면에 여행지의 간단한 소개를 띄워 사용자

가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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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구현 내용 

 

 

       <그림 14> Earth Architecture 
 

Earth에서 하부 컴포넌트들로 메인 화면의 지구에 대한 Helper 함수, 정보, 이벤트뿐만 아니라 

UI에 대한 이벤트를 관리하는 EarthScript 컴퍼넌트와, 여행지역에 대한 정보 및 이벤트를 관리하

는 StreetViewPoint로 이루어져 있다. 

EarthScript – 메인 화면의 지구에 대한 이벤트, 정보와 다른 오브젝트 간의 상호관계를 갖는 함

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UI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 및 함수들로 이루어져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ControlEvent - 클릭 시 물결표시, Swipe 등의 조작에 의한 효과 이벤트들을 관리한다. 
 

 MoonEvent - 지구 주위의 별자리 공전 및 배경에 대한 이벤트를 관리한다. 
 

 EarthEvent - 지구의 자전 이벤트 등 지구 효과 이벤트를 관리된다. 
 

StreetViewPoint - 여행지에 대한 위도, 경도 등의 주요 정보들과 이벤트들을 관리하는 컴퍼넌트

로 메모리에 계속 유지되어 scene이 바뀌어도 정보를 유지한다. 대표적인 이벤트는 Thumbnail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있다. 
 

ThumbnailEvent - 사용자가 해당 여행지를 가리키면 지역의 단편 사진과 정보들이 Thumbnail

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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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인식 개발 부분 

 GestureController 
 

 

<그림 15> Gesture Controller Architecture 
 

GestrueController는 Leap Motion 동작을 감지 및 출력하는 Hand Controller 모듈, 손 동작 이

벤트인 ‘Swipe’, ‘Click’, ‘Zoom in/out’을 담당하는 하부 객체로 구성된다. HandContoller 모듈은 

SDK를 통합관리하며 손의 물리 이벤트를 담당하는 RigidHand와 손 모델을 출력하는 HandModel

로 구성된다. 

RigidHand – 손과 물체의 충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며 Unity는 이러한 충돌 이벤트 기능을 이

용하여 오브젝트간의 상호 이벤트를 발생 시킨다. 

HandModel – 감지된 손은 HandModel 모듈을 통해 손의 각 관절을 각각의 Unity 상의 오브젝

트로 구성해주고 시각적으로 출력한다. 여기에서 Object로 재구성 되기 때문에 손의 각 관절들의 

위치정보들을 접근, 제어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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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sture  

Click 

한 손을 편 상태로 3mm이상 40mm/s속도로 앞으로 까딱이면 Click 

동작으로 인식된다. 손가락의 끝부분이 가리키는 객체가 선택된다. 

Click으로 인식의 조절은 손의 최소 속도(mm/s), 판정시간, 최소 이동

거리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이루어진다. 

 

 

 

Swipe 

한 손(한 손만 인식되어 있는 상태)을 편 상태로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200mm이상 750mm/s의 속도로 움직이면 Swipe 동작으로 

인식한다. 

움직이는 동작의 x좌표 vector 방향에 따라 Main UI의 지구모형 객

체가 회전하게 된다. 

Swipe의 인식의 조절은 최소 이동 거리(좌우 폭), 최소 이동속도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Zoom In/Zoom Out 

왼 손과 오른 손이 펴진 채(두 손 모두 인식)로 두 손이 Y축을 중심

으로(좌우 방향) 200mm이상 750mm/s의 속도 이상으로 가까워 지면 

화면을 축소, 멀어지면 화면을 확대한다. 

Zoom in/out의 인식의 조절은 최소 이동 거리(좌우 폭), 최소 이동속

도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그림 16> Click Gesture  

<그림 17> Swipe Gesture 

<그림 18> Zoom in/out Ge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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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Tracking 모션 측정 및 회전 좌표계 변환 

Unity와 Leap Motion, Oculuse Rift의 좌표체계는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과정

을 통해야만 연동이 가능하다. 특히 회전에 대해서 Unity는 x(pitch), y(yaw), z(roll) 3개의 회전축 

값들을 이용하는 Euler 방식을 따르고 Oculus Rift는 q0, q1, q2, q3 4개의 변수를 이용하는 

Quaternion 방식을 따른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에게 Head Tracking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회전 순서를 고려 해야 

한다. 이 때 문제는 Euler 방식은 회전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표현방식으로 회전 순서에 따라 회전 

결과가 다르게 나오며 Gimbal Lock 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Quaternion 방식으로 사용자의 Head Tracking을 감지하고 다음의 변환 공

식을 통해 Euler 방식의 Unity 좌표계로 변환하여 통합 관리한다. 

 

<그림 19>     <그림 20> 

 

<그림 19>에서 q0, q1, q2, q3는 Quaternion 방식의 4개의 변수를 나타내며 <그림 20>은 각각 

x(pitch), y(yaw), z(roll) Euler 회전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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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현실 출력 개발 부분 

 Street View 추출 방식 변화 과정 

<초기> 

 

     <그림 21> 고정된 프레임 형태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생각했던 Street View Image 추출 방식은 <그림 21>처럼 3D 공간

상에 고정된 화면 영역이 존재하여 머리가 움직인 각도에 맞춰 각도 정보를 URL parameter에 넘

겨 주어 Street View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프레임에 보여주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Oculus Rift의 Head Tracking 속도를 이미지 다운로드 속도가 따라오지 못해 제대로 된 Street 

View를 볼 수 없었다.  

 

<1차 변경> 

 

      <그림 22> 정육면체 공간 
 

 Street View Image API를 이용해 6개 방향의 이미지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정육면체 모양 텍

스처로 변환한다. 그리고 중심에 사용자 카메라를 집어넣어 Oculus Rift의 Head Tracking에 의해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의 이미지가 출력되는 형식이다. 이 방법은 초기방법과 같은 이미지 다운

로드 속도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지만, 육면체의 각 면의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

서 Oculus Rift로 보았을 때 직육면체 큐브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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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경> 

 

       <그림 23> 구(Sphere) 형태로 변환된 파노라마 이미지 
 

 위의 2가지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Oculus Rift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최종적

으로 고안한 방법이 <그림 23>과 같이 구 형태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다. 고해상도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시야 방향에 따라 왜곡하여 앞, 뒤,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의 6개의 텍스처를 생성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수정하였다.  

 

 파노라마 이미지 공간 구현 

첫 번째로 Street View Image에 할당된 Panorama ID를 통해 해당 파노라마 이미지가 몇 개의 

고해상도 이미지 타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아오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Panorama ID 로부

터 메타 데이터를 HTTP통신으로 받아와 각 타일의 해상도 및 전체 파노라마로 합쳐졌을 경우 총 

해상도가 얼마인지를 얻어오게 된다. 

 

<그림 24> Panorama ID로부터 얻은 메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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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메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Google API 로부터 고해상도의 파노라마 타일을 다운로드 

받아 하나의 이미지로 합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메타 데이터로 전달받은 총 파노라마 이미지의 

해상도와 타일 정보를 바탕으로 비어있는 텍스처 데이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25> 고해상도 파노라마 이미지가 분할된 형태로 다운로드 된 결과 

 

 

<그림 26> 파노라마 타일을 합친 결과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MATRIX 

팀 명 MATRIX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6 2015-NOV-25 

 

캡스톤 디자인 II Page 24 of 3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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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합쳐진 전체 파노라마 이미지를 Sphere 형태로 왜곡 시킨 후 6개의 텍스처를 생성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생성된 6개의 텍스처를 Unity에서 제공하는 Skybox Material로 재변환하여 

월드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래 그림의 6개 텍스처가 Sphere 형태로 합쳐지게 된다. 

 

 

<그림 27> 파노라마 이미지를 Sphere 형태에 맞게 왜곡하여 추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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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화면 전환 버퍼링. 

기존의 이미지 출력 방식은 메뉴 선택 및 사용자의 보는 방향 변화에 따라 화면이 전환될 

때 버퍼링이 발생하여 현실감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실제로 구현해 보았을 때 화면에 버퍼

링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가 하나로 연

결된 파노라마 공간을 만들어 화면 끊김이 없도록 했다.   

 

 사용자의 활동 범위 측정 

Leap Motion이 사용자의 모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적절한 프로그램 

제어 손 동작을 구현해야 했다. Leap Motion을 Oculus Rift의 눈 높이에 부착하여 사용자의 

관점에서 실제 화면에서 자신의 손을 보며 화면을 제어하도록 했다. 손 동작은 기존에 익숙

한 제스처를 기반으로 여러 번 반복 테스트해서 인식이 더 잘 되도록 수정하였다.  

 

 사용자의 어지러움 호소 

Oculus Rift 사용 시 Oculus Rift에서 감지한 사용자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일치 하지 않아 

생기는 인지 부조화와 저 화질로 인해 사용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ain UI나 Street View내에서 빠른 속도의 애니메이션을 최소화하고, Street View를 속도

가 지나치게 느려지지 않는 선에서 화질이 우수한 이미지를 이용했다. 

 

 이미지 변환 버퍼링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반 평면이미지를 28개로 나눈 후 구체형태의 이미지로 

재결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 해상도가 클수록 요구되는 시간이 길어지

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ache기능을 이용하여 한번 파노라마로 변환된 이미지들을 관

리하여 불필요한 변환 과정을 줄였다. 

 또한 백그라운드 thread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역을 구경할 동안 다음 방향에 대한 이미지

들을 변환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이미지 변환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구현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MATRIX 

팀 명 MATRIX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6 2015-NOV-25 

 

캡스톤 디자인 II Page 26 of 3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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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입력 

제스처 
Leap Motion 으로부터 

사용자의 손 동작 인식 
모듈  

Head Tracking 
Oculus Rift 로부터 사용자의 

머리 방향 인식 
모듈  

출력 Oculus Rift 화면 출력 모듈  

Head Tracking 

인식 알고리즘 
Oculus Rift 

사용자의 머리 방향에 맞춰 

여행지의 모습 출력 
모듈 

OVRCameraRig.cs 

OVRCameraManager.cs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 

Click 
여행지의 선택, 

여행지에서의 이동 
모듈 

GestureController.cs 

HandController.cs 
Swipe 지구를 돌려서 여행지 확인 모듈 

Zoom in/out 
지구 모습과 여행지의 확대, 

축소 
모듈 

UI 

메인 UI 구현 3D 지구 모델 구현 모듈 
Earth Scene 

EarthScript.cs 

여행지 타겟 

구현 

여행지로 연결하는 타겟 

설정 
모듈 StreetViewPoint.cs 

서브 UI 구현 
가이드, 로딩 화면, 버튼 

구현 
모듈 

Guide.cs 

MainMenu.cs 

OVRLoadingScene.cs 

가상현실 개발 

파노라마 

이미지 추출 

여행지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타일 형식으로 받아와 한 

장의 파노라마 이미지 완성 

모듈 StreetViewRenderer.cs 

여행지 데이터 

구축 

여행지의 정보(위도, 경도, 

파노라마 ID) 구축 
모듈 CreateTarge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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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1  프로젝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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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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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프로젝트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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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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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로그램을 교육목적의 학습 도구로 다방면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어린이들에게 가상현실이지만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호

기심과 강한 집중도, 깊은 인상을 주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 

 

3 자기평가 

3.1 사용가능성 

현재 존재하는 간접 여행 체험 프로그램들은 한정된 여행지의 이미지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데 국한되어 있다. 사용자는 세계 유명 지역을 Oculus Rift를 통한 전 방향 이미지로 실

제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며, Leap Motion을 통해 원하는 지역을 간단한 손동작만으로 갈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현실적 제한요소로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 실제 

여행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여행지에 대한 부가설명이 되어있어 사용자는 

더욱 뜻 깊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4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Unity 로 만드는 게임 개발 총론  2013 페니 드 빌  

2 웹페이지 www.unity3d.com     

3 웹페이지 https://developer.leapmotion.com     

4 웹페이지 https://developer.oculus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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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 

1. Oculus Rift 전면에 Leap Motion 을 부착한 뒤 컴퓨터에 연결한다. 

2. Oculus Rift 와 컴퓨터의 전원을 킨다. 

3. 동봉된 Oculus Rift 와 Leap Motion SDK 를 설치한다.  

 MATRIX 사용법 

1. MATRIX Program 을 실행한 후 Oculus Rift 를 착용한다. 

2. 제스처 도움 화면 

 

제스처 도움 화면을 통해 MATRIX 제어 동       

작 ‘Swipe’, ‘Click’, ‘Zoom in/out’ 동작을 익힌다.  

 

 

 

 

 

 

 

3. 메인 지구 화면 

 

사용자의 손 모델이 화면에 보인다. 사용자는 원

하는 여행지를 찾기 위해 ‘Swipe’ 동작으로 지구 화

면을 회전 시킬 수 있다. 또한 ‘Zoom in/out’ 동작

을 통해 지구화면을 확대, 축소 시킬 수 있다.  

 

 

 

 

 

 

 

<그림 28> 제스처 도움 화면 

<그림 29> 메인 지구 화면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MATRIX 

팀 명 MATRIX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6 2015-NOV-25 

 

캡스톤 디자인 II Page 30 of 3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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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여행지 위에 손을 올리면 여행지의 대표 

이미지가 보인다. ‘Click’ 동작을 통해 여행지로 이

동 할 수 있다.  

 

 

 

 

 

 

 

 로딩 화면 

 

여행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로딩 화면이 

보인다. 기다리는 동안 여행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다.    

 

 

 

 

 

 

 여행지  

 

<그림 32> 머리 방향에 따른 화면 출력 

 

<그림 33> 방향 버튼 클릭을 이용한 이동 

<그림 30> 여행지 선택 

<그림 31> 로딩 화면 

고개를 돌려 여행지를 구경할 수 있고 화면에 보이는 

하트모양을 ‘Click’해 하트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신의 손모델을 볼 수 있으며 ‘Zoom in/out’ 동작을 이용해 

현재 보고 있는 곳을 확대, 축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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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입력 

제스처 
Leap Motion 으로부터 

사용자의 손 동작 인식 
손을 눈 앞으로 한다. 

손모델이 손 모양에 

따라 화면에 보인다. 

성공 

Head 

Tracking 

Oculus Rift 로부터 사용자의 

머리 방향 인식 

Street view 화면에서 

고개를 상하좌우로 

움직인다. 

고개를 움직인 

방향대로 화면이 

전환한다. 

성공 

출력 Oculus Rift 화면 출력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화면이 Oculus Rift 에 

출력된다. 

성공 

Head Tracking 

인식 알고리즘 
Oculus Rift 

사용자의 머리 방향에 맞춰 

여행지의 모습 출력 

Street view 화면에서 

고개를 상하좌우로 

움직인다. 

고개를 움직인 

방향대로 화면이 

전환한다. 

성공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 

Click 
여행지의 선택, 

여행지에서의 이동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위에 손을 

올리고 지정된 Click 

동작을 한다. 

Click 한 오브젝트가 

선택된다. 

성공 

Swipe 지구를 돌려서 여행지 확인 

메인 지구 화면에서 

지정된 Swipe 동작을 

한다. 

메인 지구화면이 

Swipe 방향대로 

회전한다 

성공 

Zoom in/out 
지구 모습과 여행지의 확대, 

축소 

지구화면과 여행지화면에 

Zoom in/out 동작을 

한다. 

Zoom in 동작을 하면 

화면이 확대되고 

Zoom out 동작을 

하면 화면이 축소된다. 

성공 

UI 

메인 UI 구현 3D 지구 모델 구현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D 지구모형이 

화면에 보인다. 

성공 

여행지 

타겟 구현 

여행지로 연결하는 

타겟 설정 

3D 지구 화면 위에 빨간 

타겟을 확인한 뒤, 

타겟을 Click 한다. 

3D 지구 화면 위에 

빨간 타겟이 존재하며 

Click 하면 타겟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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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지역으로 

이동한다. 

서브 UI 구현 

가이드 화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손동작을 알려주는 

가이드 화면이 보인다. 

성공 

로딩 화면 여행지 타겟을 Click 한다. 
로딩 화면으로 화면이 

전환된다. 

성공 

가상현실 개발 

파노라마 

이미지 추출 

여행지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타일 형식으로 받아와 한 

장의 파노라마 이미지 완성 

여행지 타겟을 Click 한다. 

선택된 여행지의 

파노라마 이미지가 

화면에 보인다. 

성공 

여행지 

데이터 구축 

여행지의 정보(위도, 경도, 

파노라마 ID) 구축 

메인 지구 화면에 있는 

빨간 타겟에 손을 

올린다. 

메인 지구 화면에서 

실제 여행지와 같은 

위도 경도에 여행지의 

Thumbnail 이 뜬다. 

성공 

인접 지형 

이동 버튼 

버튼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구현 

하트 모양 버튼을 확인한 

뒤 Click 한다. 

하트모양 버튼이 

존재하며 Click 하면 

버튼방향으로 

이동한다.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