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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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목표

몰입형 디스플레이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다양한 컨텐츠

사용자 중심의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



하드웨어 구조



작품 사진



하드웨어 구조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의 모든 부분을 손동작을 통해 제어 가능



개발 목표 & 내용

여행 관련 Open API를 통해 세부 정보 제공

- Google Street View API를 이용해 파노라마 이미지 추출

다양한
컨텐츠

Oculus Rift와 Street view를 통해 현실감 있는 화면을 제공

- 현실감있는 전방향 이미지 변환

- 사용자의 몰입감 상승을 위한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

몰입형
디스플레이

가상 현실에서 사용자에게 편리한 제어 방법 제공

- Gyro 센서를 이용한 Head Tracking 모듈 구현
- Head Tracking을 이용한 화면 전환 구현

- Leap Motion을 이용한 모션 인식 구현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UI 및 제스처 인식 모듈

3D Modeling을 통해 UI를 직접 제작1

다양한 제스처에 따른 직관적인 프로그램 제어2

사용자의 머리 방향에 따라 가상 공간 출력3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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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위
치하도록 하여 실제 해당 공간에 있는 느낌
이 들도록 구현

▪ Street View 간 이동 기능 구현

▪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을 얻어와 해당 각도
의 화살표 UI 출력 -> Click으로 이동 가
능



이미지 변환 및 가상 공간 생성



이미지 변환 및 가상 공간 생성



조작 방법 – Leap Motion

swipe click zoom in/out



조작 방법 – Oculus Rift

Head Tracking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행 경험 제공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여행을 가기 전 사전답사 및 여행 계획 수립2

여행지의 정보를 이용한 교육 컨텐츠3

공간 인테리어 분야의 새로운 방법 제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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