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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가상 실 체험 에서 디스 이와 상호작용 인터페이

스는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 시키기 해 요한 요소들

이다. 3D 환경을 디스 이하는 가상 실 체험 은 시

야각 제약으로 단일시  멀티디스 이가 어렵고, 형 

디스 이의 경우 체험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든다. 

한 몰입감 향상에 필수 인 사용자와 가상 실과의 상호

작용은 디스 이 역에 제한되는 터치스크린이나 버

튼방식이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환경을 실시간

으로 더링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멀티디스 이 구

축방법과 사용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무선인

터페이스인 ZA Sensor를 이용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방법을 이용하여 상 으로 은 비용으로 

몰입감이 높은 가상 실 체험 을 구축할 수 있다.

■ 중심어 :∣가상현실∣지그비∣가속도 센서∣상호작용∣
가상현실 체험관∣멀티디스플레이∣

The displays and the interactive interfaces are important 

factors to enhance immersion in the VR experience 

pavilion. In the VR experience pavilion displaying 3D 

Virtual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have multi-display 

with single viewpoint because of the field of view. Also 

it costs a lot to construct a large size display. The 

interaction device between user and VR environment 

necessary to immersion has used mainly the 

touchscreens with the restricted display area or the 

button-based input devices so far. In this paper, we 

suggest a method for constructing extensible 

multi-display which are showing VR environment in 

realtime and a method for interaction using a ZA Sensor 

which is wireless and guarantees the user's unrestricted 

movement. The proposed method can make a VR 

experience pavilion more immersive at less cost.

■ keyword :∣Virtual Reality∣Zigbee∣Accelerometer 

Sensor∣Interactive System∣VR experience 

pavilion∣multi-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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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 서 론
가상 실 기술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많은 발 을 이룩하

다. 하드웨어의 발 으로 개인이나 특수목 으로 사용되던 가

상 실이 게임, 방송, 교육, 문화콘텐츠 등의 으로 리 

사용되어 친숙한 용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기술이 발 됨에 

따라 가상 실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가상 실

을 좀 더 실감나게 체험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실감나는 체험형 가상 실을 해서는 가상 실 콘텐츠도 

요하지만 가상환경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더욱 요한 요

소이다. 사용자로 하여  몰입감과 체험감도를 증 시키기 

해서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가상 실 시스템은 디스 이 역이나 상

호작용을 한 사용자의 움직임이 제한 이다. 몰입감이 큰 일

인칭 시 의 가상 실의 경우 HMD(Head Mounted Display)

를 착용해야만 하는 인터페이스 제약이 따르고, 돔 형식의 가

상 실 체험 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가상 실을 체험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많은 구축비용이 든다. 상호작용 부분에서

는 일인칭 시 인 경우 특수 장갑(Data glove)과 특수 의복

(Data suit)을 착용하여 몰입감이 증 되지만 많은 비용과 사

용자의 움직임에 제약이 따르며, 규모 가상 실 체험 의 경

우 디스 이 역에 제한되는 터치스크린이나 버튼 방식이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더링과 역 확장이 가능한 멀티디

스 이 구축방법과 사용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무선인터페스인 ZA센서를 이용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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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가상 실에서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의 목표는 키

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일반 인 인터페이스에 그치지 않고 직

이고 실제 인 사용자의 다양한 입력에 반응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 시키기 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자

의 움직임의 제약을 최소화 하는 무선인터페이스가 선호된다.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방법에는 블루투스, RFID, Zigbee 

등이 있고, 이 포인터(Laser pointer)의 로젝션 스크린

과 직 인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2]. 이러한 방법들 

 지그비는 상 으로 긴 통신거리와 치추 이 가능하고 

구  한 쉽다는 장 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응용에 활용되

고 있다. 2005년 IEEE 802.15.4 표 을 따르는 지그비의 

Vector Matching을 이용하여 치를 인식 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고[3], 한 지그비를 이용한 아 트 치인식 시스템이 

설계․구 되었다[4]. 

한 사용자의 동작 추 을 한 연구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 Yee가 제안한 Peephole Display는 동작 추 을 이용하

여 Pen Interaction 시 작업 공간이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

로 제한되는 것을 극복하 다[5]. Rekimoto 등이  기울임 센

서를 이용한 동작추 에 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 다[6]. 

Hwang은 3축 가속도 센서와 비  알고리즘을 이용한 동작인

식 알고리즘을 소개하 다[7]. 동작인식 알고리즘의 치 추  

방법을 사용할 경우 Pitch, Roll, Yaw와 1D Translation의 4-

자유도 움직임을 얻을 수 있다.

아이스텔에서는 스웨덴에서 개발된 다  상디스 이를 

한 소 트웨어 방식의 Multi HD 디스 이 소 트웨어 솔

루션인 "WATCHOUT"을 선보 다[8]. WATCHOUT은 풀 

디지털, 멀티스크린 디스 이 솔루션으로 디지털 이미지와 

동 상 등 다양한 멀티 이미지의 다  디스 이가 가능하며, 

여러 상들이 다양한 스크린 배치와 함께 이음새 없이 하나

의 이미지로 통합되어 보여 진다.

▶▶ 그림 1. WATCHOUT 프로젝트 구성

Ⅲ. 제안 시스템의 구성

▶▶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험형 가상 실 시스템의 기본 구성

은 그림 2와 같다. ZA센서가 부착된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면, 

센서는 무선으로 가속도데이터를 가상 실 시스템 서버에 송

신하고, 서버는 수신된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환경과 매

칭되는 상호작용 정보를 멀티디스 이 시스템으로 보내

다.

3.1 ZA 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ZA센서는 기존의 연구[1]에서 개발

한 ZA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서, 사용자의 움직임과 

동작 데이터를 가상 실 시스템에 송하기 한 무선 인터페

이스이다. ZA센서는 무선통신을 한 지그비 모듈과 사용자

의 동작인식을 한 3축 가속도 센서(Accelerometer)로 구성

하 으며, 시스템과 통신은 IEEE 802.15.4 로토콜을 사용한

다. 

지그비는 용량 데이터 송에 목 은 둔 블루투스와 달리 

용량 데이터 송과 력을 특징으로 하는 PAN 통신규

격의 하나로서 세계 인 업체들이 Zigbee Alliance를 구성해 

세계 표 으로 규격화하 다. 한 유비쿼터스 컴퓨  시 에 

발맞춰 지능형 홈네트워킹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 

주 수 역은 2.4GHz, 868MHz, 915MHz를 사용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ISM 역인 2.4GHz 역을 사용한다. 재 표

화가 진행되고 있는 IEEE 802.15.4a에서는 1m 정도의 치추

이 가능하다.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 기차, 선

박, 비행기, 공장자동화  로  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게임, 핸드폰 등 모바일 

분야로도 응용이 확 되고 있다. 일본의 닌텐도사는 3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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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센서를 사용하여 wii리모컨을 개발하고 게임에 활용해 차

세  무선 조이스틱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아이폰과 삼성

자의 애니콜에서도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핸드폰 조작과 

게임 등에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 으로 긴 통신거리와 력의 사용, 

략 인 치추 이 가능한 지그비의 장 을 이용하 다. 특히 

규모 가상체험 의 경우 사용자의 행동반경은 물리  공간

에 따라 넓어지는데, 효과 인 상호작용을 해서는 사용자의 

치추 이 필수 일 것이다. 지그비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략 인 

치를 추 할 수 있다.

3.2 멀티디스플레이 시스템
규모 가상 실 체험 을 구축할 때 디스 이 시스템의 

규모도 커지는데 하나의 형 디스 이를 사용할 경우 크기

가 커질수록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비용 감을 해 

멀티디스 이 형태의 디스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멀티디스 이 시스템은 2D 이미지나 2D 

상을 분할하여 디스 이하는 방식이거나 3D 콘텐츠일 경우 

단일 더링 시스템에서 뷰를 분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야

각 제약에 의해 여러 개의 디스 이를 연결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3D 환경을 멀티 더링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각 

디스 이에 시 을 두어 시야각 제약을 최소화한 멀티디스

이 시스템을 구성하 다.

사용자가 가상 실을 보다 사실감 있게 체험하기 해서는 

가상환경을 3D로 구축해야 한다. 구축된 3D 객체들은 직교투

(Orthogonal projection)이나 원근투 (Perspective 

projection)을 거친 후 더링하여 2D 스크린에 보여 진다. 직

교투 은 축을 생략한 카메라의 시선의 정육면체의 두체

를 통해 보이는 상을 스크린에 나타낸다. 이는 원근감은 없

으나 물체의 본래 크기를 그 로 보여주므로 캐드 시스템에 

많이 사용된다. 원근투 은 카메라의 시선방향을 기 으로 시

야각으로 두체를 생성하는데 투  매트릭스에 의해 가까운 

곳은 크게 먼 곳은 작게 보여 원근감을 느낄 수 있다.

3.2.1 원근투  멀티디스 이

원근투 은 투 매트릭스에 의해 원근감이 형성되는데, 디

스 이의 카메라 시 을 동일 직선상에 치시키면 아래 그

림 3과 같이 공유지역이 발생하여 시 1과 시 2의 공유지역

에 객체(A)가 치하면 복되어 보이게 되는 문제 이 있다. 

한 물체가 시 과 가까이 있으면 사각지역(Dead angle)내

에 놓일 수 있어 객체(B)의 일부만 보이거나 체가 사라지는 

상이 발생한다. 

▶▶ 그림 3 공유영역과 사각지역 발생

이와 같은 문제 으로 인해 디스 이를 평행하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공유지역과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는 실린더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 실린더 형태 디스 이를 

구성할 때에는 시야각의 크기에 따라 디스 이 개수가 결정

된다. 그림 4는 시야각()   즉, 이므로 최  8

개의 디스 이로 멀티디스 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 그림 4. 실린더 형태의 멀티디스플레이 구성

3.2.2 근사-원근투  멀티디스 이

평면형 멀티디스 이는 물리  공간 구성이 쉽고, 형 가

상체험  구축 시 비교  비용이 게 든다. 원근투  방식을 

이용한 멀티디스 이 시스템은 공유 역과 사각지역 발생

으로 평면형 멀티디스 이 구성이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해 공유 역과 사각지역을 생성하지 않으면서 상호작

용 물체의 원근감을 보여  수 있는 근사-원근투 (Pseudo- 

perspective projection) 방법을 제안한다. 근사-원근투  방

법은 객체들을 시야각과 거리에 따라 원근투 을 근사할 수 

있게 변형한 후 가상환경 체를 직교투  하는 방법이다. 

원근투 을 근사하는 객체의 변형은 스 일(Scale)변환을 

기본으로 하는데, 시야각에 따른 스 일 조정은 객체를 구성하

는 정  와 시  와의 각도( )가 작을수록 scale factor가 

1에 가까워지고, 각도가 클수록 어드는 방법으로 식(1)과 같

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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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factor = ∙

여기에서       이고 는 시선방향 단

 벡터이다. 

거리에 따른 조정은 객체를 구성하는 정  와 시  에

서 임계값(threshold) 을 기 으로 scale factor가 설정되는

데, 객체까지의 거리가 임계값 보다 크면 scale factor<1, 임

계값과 같아지면 scale factor≈1, 임계값 보다 작으면 scale 

factor>1이 되도록 식(2)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scale factor =  





Ⅳ.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이 용된 로젝터를 이용한 3개의 멀티디스

이 클라이언트와 ZA센서의 RSSI와 가속도 데이터를 수신하

기 한 3개의 고정노드(지그비)로 구성된 가상 실 체험  

시스템을 구축하 다. 구축한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5와 같

다.

▶▶ 그림 5. 가상현실 체험관 시스템 구성도

가상환경은 심해를 배경으로 근사-원근투  방식을 이용하

여 멀티디스 이 되며, 사용자의 움직임을 ZA센서가 감지

하여 물고기의 움직임을 바꿔주는 상호작용을 실험하 다. 상

호작용 방법은 ZA센서를 소지한 사용자가 움직이면 ZA센서 

지그비의 RSSI를 이용해 사용자의 치를 분석하고 ZA센서

의 움직임으로 동작을 인식한다. 그림 6은 실험에 사용한 상호

작용 인터페이스인 ZA센서와 고정노드 지그비이다.

 

▶▶ 그림 6. ZA센서와 고정노드

그림 7은 같은 크기의 10마리 물고기를 서로 다른 치에 놓

고 직교투 과 근사-원근투 의 용한 결과를 보여 다. 

 

▶▶ 그림 7. 근사-원근투영 적용 결과
(좌 : 직교투 , 우 : 근사-원근투 )

그림 8은 근사-원근투  방식으로 구 된 멀티디스 이

와 ZA센서와의 상호작용 실험결과를 보여 다. ZA센서의 

치와 동작에 따라 물고기가 이동하며, 원근투 의 문제 인 공

유 역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고 인 한 디스 이 경계

에서의 왜곡 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림 8. ZA센서와 멀티디스플레이 시스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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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무선인터페이스인 ZA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의 능동  상호작용 방법과 멀티디스 이 방식의 3D 환경 

구축 방법을 제안하 다. 

터치스크린이나 버튼방식의 정 인 상호작용 인터페이스가 

아닌 사용자의 치와 동작을 인식해 능동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ZA센서를 이용함으로서 사용자의 편의와 몰입감이 

증 될 것이다.

단일시 이 아닌 다 시 의 사실감 있는 3D 환경을 구축하

기 해서는 기본 인 원근투 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 역과 

사각지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근사-원근투  방식을 제안하 다. 

한 제안방법과 멀티디스 이를 이용하여 가상체험  시

스템을 설계․구축함으로서 제안방법의 효용성 검증을 하

다. 

향후 연구 방향은 좀 더 정 한 치추 을 한 여러 가지 

센서에 한 연구와 사용자의 동작을 효율 으로 인식하기 

한 모션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가상환경에 용시

킬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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