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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 실 환경은 사용자가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면서 직 으로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런 가상 실 환경은 고해상도 디스 이 장치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 인 인터페이스 방식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디스 이 장치를 이용한 몰입형 가상 실 환경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 임워크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 인터페이스 임워크는 VR Juggler와 

OSG(OpenSceneGraph)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형태의 디스 이 장치를 이용한 몰입형 가상 실 환

경에서 사용자가 가상 실과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1. 서론

  가상 실 시스템은 련 기술의 발 과 더불어 비약

인 발 을 거듭해 왔으며, 몰입형 가상 실 시스템의 발

으로 더욱 실감 있는 가상 실 환경을 구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몰입형 가상 실 시스템은 60년 에 헤드 마

운트형 디스 이(HMD)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로 비약

으로 발 해 왔으며, 특히 1992년 CAVE 시스템의 등장과 

함께 투사 기반 몰입형 가상 실 시스템의 발 으로 실재

감을 강조한 가상 실의 구 이 가능해졌다([11]). 최근에

는 CAVE 형태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타일형 디스 이 

장치나 반구형 디스 이 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디스

이 장치를 이용해서 가상 실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성능 컴퓨터와 고해상도 디스 이 장치를 결합함으로

써 보다 복잡한 형태의 형상을 실재감 있게 표 하는 것

이 가능해졌다.

  이런 가상 실 환경은 분자화학, 고에 지 물리(High 

Energy Physics), 천체 물리, 기계공학, 항공 우주공학 등, 

다양한 이공계 분야의 시뮬 이션에서부터 의료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 이런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와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데이터를 직 으로 해석할 수 있

게 해주는 유용한 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여러 의 

모니터를 이용한 고해상도 디스 이 장치를 사용할 경

우, 가상 실 환경은 거의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용

자 친화 인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 으로 가상 실 환경을 구축할 때는 가상 실 환

경을 지원하는 미들웨어를 다른 그래픽스 로그램과 결

합해서 구축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미들웨어와 그래픽스 

로그램의 특성이 구축되는 가상 실 환경의 특성을 결

정짓게 된다.  이런 미들웨어로는 VR Juggler([9])나 

CaveLib([5])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가상 실 환경을 구

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 기능을 제공한다. 가상 실 환

경 구축에 필요한 기본 요소은 이런 미들웨어가 제공하며, 

가상 실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래픽 요소는 OpenGL([6]), 

OpenSceneGraph([7]), Performer([8]), VTK([10]) 등과 같

은 그래픽스 로그램을 사용해서 구 해야 한다.  

  미들웨어로 사용되는 VR Juggler는 매우 유연성이 높

아서 여러 다양한 가상 실 디바이스와 연동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디스 이 장치에 용하는 것

이 가능하며, 디바이스 리나 사운드 리, 디바이스간 

좌표 변환에 필요한 연산에 련된 라이 러리도 자체

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실 구축에 필요한 계산

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디스 이하는데 있어서 매유 효

율 인 미들웨어라 할 수 있다. , 그래픽스 로그램  

OSG(OpenSceneGraph)는 씬 그래 (scene graph)를 기반 

구조로 하는 그래픽스 툴킷으로 뛰어난 성능의 다양한 그

래픽스 알고리즘을 제공하므로 시뮬 이션, 게임, 가상

실, 과학  가시화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 사

용되고 있으며, VR Juggler와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 게 미들웨어와 그래픽스 툴킷을 결합해서 가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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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SG 더링 엔진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임워크 구조

환경을 구축할 때는 가상 실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용자

의 상호작용을 그래픽스 오 젝트로 달하고 그에 한 반

응을 히 일으킬 수 있는 임워크 구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을 맞춰 VR Juggler와 

OSG를 기반으로 가상 실 환경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임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가상 실 인터페이스 임워크

   OSG를 기반으로 하는 더링 엔진 구조와 VR 

Juggler를 연계해서 구축한 가상 실 환경의 인터페이스 

임워크는 (그림 1)과 같다.

   이 임워크를 사용하면 다양한 디스 이 형태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입/출력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은 미들웨어인 VR Juggler에서 수행한

다. 이 시스템에서의 기본 인 가시화 기제는 

OSG(OpenSceneGraph)가 담당하며, VR Juggler와 OSG 

사이의 연계는 VRUI가 담당한다. VRUI는 VR Juggler로

부터 VR 디바이스의 트래킹 정보와 사용자의 입력을 받

아들여서 OSG 오 젝트와 연계하고 해당 오 젝트에 이

벤트를 달함으로써 사용자 입력에 해 한 콜백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VRUI는 사용자와의 상

호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가상 실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

공한다. 가상 실 환경은 기존의 모니터와는  다른 3

차원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3차원 공간에 합한 인터페

이스가 필요한데, VRUI는 이런 역할도 수행한다. 이제 

VRUI의 이벤트 달 기능과 VRUI가 제공하는 인터페이

스 환경에 해 알아보기로 한다.

2.1 인터페이스 임워크의 이벤트 연동 기능

   VRUI의 사용자 입력 연결 기능은 VR Juggler가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받아들인 입력값을 OSG 오 젝트로 달

하는 기능이다. OSG는 내부 으로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

을 오 젝트에 한 콜백 메커니즘을 통해 제공하며, 이런 

콜백은 키보드 혹은 마우스에 한 동작을 통해 구 할 

수 있게 돼있다. 즉, 특정 오 젝트에 한 마우스나 키보

드 동작에 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 오 젝트의 해당 

이벤트에 한 콜백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상

호작용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VR Juggler는 다양한 입력 디바이스에 한 입

력값을 제공한다. 이런 입력값은 wand나 head tracker 등

과 같은 가상 실 디바이스에 한 좌표값, 혹은 해당 디

바이스에 해 사용자가 발생시킨 이벤트에 한 디지털 

입력값의 형태로 달된다. 따라서 이런 VR Juggler상의 

디바이스 입력값을 OSG상의 이벤트로 환하는 작업이 

수행돼야 하는데, 이 역할을 VRUI가 수행하는 것이다. 

즉, VRUI는 가상 실 디바이스의 입력 디바이스에 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이를 디바이스상의 이벤트로 인지한 

뒤, OSG가 인지할 수 있는 이벤트로 분류, 처리함으로써 

OSG의 이벤트 처리 루틴으로 환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이 과정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 디바이스 입력값의 OSG 이벤트로의 환

   VR Juggler의 Device Manager는 VR Juggler에서 물

리 인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Device Manager를 

통해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입력된 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게 입력된 디바이스 값은 VRUI의 Event Manager로 

달된다. Event Manager는 입력 디바이스에 한 OSG 

오 젝트의 이벤트 발생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Event 

Manager에서 OSG 오 젝트 역 내에서의 사용자 이벤

트 발생 여부가 확인되면 Event Manager는 OSG의 

Event Adapter에서 한 이벤트를 설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벤트가 OSG 루틴으로 달된다. Event Processor

는 해당 이벤트에 한 콜백 루틴으로, 해당 이벤트에 

한 한 동작을 수행한다. 이에 한 상세 과정은 다음

과 같다.

VRUI의 Event Manager는 Device Manager로부터 입

력 디바이스의 입력값을 받아들인다.

입력 디바이스가 가리키는 역을 계산한다. 디바이스

가 가리키는 역은 다양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계산은 OSG 좌표계 내에서 수행한다.

디바이스가 가리키는 역 내에 OSG 오 젝트가 존재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디바이스 역 내에서 OSG 오 젝트가 존재할 경우, 

이벤트 발생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에 한 Event Adapter를 맵핑하

고, 오 젝트의 Event Processor를 구동함으로써 O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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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RUI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환경

(그림 3) VRUI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환경

의 이벤트 루틴을 동작시킬 수 있다. 

이 게 OSG의 Event Adapter를 설정함으로써 OSG 

오 젝트상에서 콜백 루틴을 수행할 수 있다. VR 

Juggler는 preframe 단계에서 이벤트 발생 여부를 체

크하고, OSG는 update traversal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이벤트에 한 콜백 루틴(즉, Event Processor)을 수행

하게 된다.

2.2 VRUI가 제공하는 가상 실 인터페이스 환경

   VRUI는 2.1에서 설명한 인터페이스 임워크를 이

용, 가상 실 환경에 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

공한다. 이 인터페이스 환경은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데, 각종 사용자 요구사항을 처

리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가 데이터의 기하정

보를 이용, 오 젝트를 탐색하고 직  제어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인터페이스는 편의상 각종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2차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가 직  3

차원 공간에서 기하정보를 이용, 데이터상에서 직  조작

하는 것이 가능한 3차원 인터페이스로 구분할 수 있다. 2

차원 인터페이스는 일반 으로 사용자 화면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입력을 한 시각

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차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가상 실 환경에 해 3차원 인 상호작용을 가할 수 있

도록 구성된 인터페이스로, 주로 사용자가 직  오 젝트

와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런 3차원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주로 사용자가 데이터 

오 젝트와 직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오 젝트의 내부를 

탐색할 수 있게 하려는 목 으로 사용된다.

   VR Juggler와 OSG를 이용한 통합 인터페이스 환경은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입력 디바

이스를 이용, 가상 실 환경에서 데이터 오 젝트와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입력 형태를 통해 

라미터를 조 하고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각종 3차

원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내부의 값을 원하는 치에

서 직 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결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VRUI 인터페이스 환경은 VR 

Juggler와 OSG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시화 환경에서 데이

터 오 젝트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를 탐색하

는데 필요한 기반환경을 제공한다. VRUI는 VR Juggler와 

OSG 사이의 이벤트를 연동시킴으로써 VR Juggler가 받

아들인 물리 인 디바이스의 입력을 OSG 오 젝트로 

달하고 그에 한 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이용,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다양

한 가상 실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확장함으로써 사용자가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 으로 탐색

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 개발에 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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