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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일상생활의 편리함은 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인의 바쁜 일상은 보다 나은 효율 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한, 특정 장소에 가보지 않고 그곳을 

컴퓨터를 통해 간단한 조작으로 가상의 공간을 탐색하여 비용과 시간을 약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라마 가상 실(panoramic virtual reality)을 이용해 보다 편리한 가상 세계

의 탐색의 경험을 도운다. 가상 실을 구성하는 장면을 구성하는 이미지의 스티칭, 편집 그리고 가상 

머신의 이용법, 핫스팟을 통한 장소와 장소간의 상호작용에 해서 소개한다.

  

1. 서론

   최근 컴퓨터를 사용한 그래픽은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미디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리 사용

되고 있다. 실 세계의 환경을 컴퓨터에서 간단한 컨트롤

로 체험 할 수 있어, 비교 으로 비용과 시간을 약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라마 VR을 

기반으로한 뷰어 시스템을 소개한다.

1.1 VR과 노라마 VR

   가상 실(VR, Virtual Reality)이라는 단어에는 실제가 

아닌 결과로 존재하는 것(virtual), "거짓으로 생각되는 것

"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부분의 가상 실은 컴퓨터

로 구 하는 3차원, 혹은 그래픽이나 상을 통한 가상공

간을 의미한다.[1] 노라마 VR은 그림1과 같이 크게 정

 노라마 VR과 동  노라마 VR로 나뉜다. 본 논문

에서는 동  노라마의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촬 한 이미지들을 마치 하나의 체 화면(FOV: Full Of 

View)처럼 이미지와 이미지를 스티칭하여 다수의 이미지

를 연결해 하나의 이미지로 즉, 하나의 비디오 이미지를 

만든다.  

(그림 1) 노라마 VR의 형태

2. 련 작업  배경

   이러한 노라마 VR을 탐색하는데 패닝과 핫스팟은 

사용자들에게 매력 인 기능으로 작용한다. 마우스 컨트롤

로 자유로운 공간의 탐색과 가상 공간과 공간안의 장소 

이동, 공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탐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1 패닝

   사용자가 주  환경을 둘러볼 때, 그림2처럼, 마우스의 

간단한 조작(상, 하, 좌, 우)으로 해당 장소의 환경을 자유

롭게 탐색할 수 있다. 수평 수직의 범 는 노라마 개발 

도구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2) 환경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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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핫스팟

   많은 가상 실의 핵심 구성요소는 가상환경내의 물체

를 바라보는 시 이나 방향에서 그러한 가상환경을 탐색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어떠한 가상의 시 에

서 해당 시  주 의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장

소 한 핫스팟을 통한 다른 장소로 해 그 장소의 장

면을 탐색할 수 있고, 장소와 장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상 실에 한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다음 그림4

와 같이 핫스팟 진입 을 클릭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4) 핫스팟 구성

3. 개선된 노라마 비디오 이미지 스티칭 방법

   비디오 스티칭과 패닝 제어 메소드, 그리고 핫스팟 메

소드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매끄러운 환경을 제공하기 

해 사용되었다.

  

3.1 비디오 스티칭과 편집

    직  오버래핑( DO : Direct Overlap)

   다음의 그림5, 6은 멀티카메라로 촬 된 두 개의 필름

(이미지)을 오버래핑하여 합쳐지는 과정이다. 직  오버래

핑은 노라마 비디오를 원활하게 스티칭 할 수 있다. 그

림7은 이러한 과정으로 스티칭된 이미지를 보여 다.

(그림 5) 직  오버래핑(DO)

(그림 6) DO의 원활한 스티칭 과정

(그림 7) 스티칭된 이미지

3.2 개선된 패닝 제어 메소드

   더 나은 노라마 VR에서 주 를 탐색 가능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심 있는 개체를 추 한다. 가상 3차원(3D)

볼은 흥미로운 객체와 추 한 객체에 한 제어의 유용성

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다. 3차원 가상 볼은 장면에서 작

업과 흥미로운 트래킹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객체 추 을 

한 패닝 컨트롤의 용이성을 의미한다. 패닝 제어 방법을 

테스트하기 해 사용되는 모든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3D볼의 움직임은 악한다. 간단한 배경을 활용하기 해 

만들어진 가상환경(그림8 참조) 로제트를 만들도록 동

상을 얻기 해 가상 멀티 카메라 시스템의 주 에 움직

이고 있는 가상의 공이 포함되어 있다. 컨트롤하는 요인에 

장 이 있다. 조명, 복잡한 개체, 사용자의 주의를 산만하

게 하는, 움직임의 운 에 을 맞추고 있다. 노라마 

비디오는 라미터로 설계된 직  오버래핑 메소드로 만

들어졌다. 

a) 캡쳐 비디오의 장면의 간에 평 화 

b) 캡쳐된 가상의 공간의 볼

(그림 8) 로젝트의 개발을 한 가상 환경에서 

만든 공간의 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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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패닝 작업을 평가한 실험의 실행 공간의 볼

3.3 개선된 핫스팟 메소드

   개선 핫스팟 방법의 테스트는 기존의 핫스팟 스타일

(다른 곳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의 방향감각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 테스트의 주요 작업은 노라

마 가상환경을 탐색하는 동안 다른 공간에서 하나의 장면

으로 하는 신에 미리 그 환경에 해 경험을 한다. 

이미지 채 (개선된 핫스팟 방법)과 제안된 스티칭을 사용

하는 노라마 비디오를 한 핫스팟 탐색 스타일  패

닝 방법은 3D 가상 환경에서 생성, 테스트되었다. 탐색 과

정은 그림7.7, 7.9에 보여지는 것처럼, 에 보이지 않는 

태크를 클릭할 때 트리거한다. 두 가지 서로 다른 탐색 스

타일을 보여 다. 

(그림 10) 세 개의 노라마 와이드 스크린샷과 

노라마의 탐색 상호작용을 한 보이지 않는 

태그(녹색 사각형)

(그림 11) 탐색하는 방향으로 알 수 있다.

(그림 12) 두 개의 서로 다른 탐색 스타일의 

로젝트 치  방향 인식, 그리고 연습의 성능을 

테스트 만들어졌다.

3.3.1 노라마 비디오

   테스트하기 한 두 노라마 동 상을 만들고, 첫 번째

는 노라마 상은 박물 의 장이다. 그림13은 노라

마의 스크린 샷을 보여 다. 두 번째는 연결은 휴먼 액티

비티에 한 노라마 비디오이다.

(그림 13) 방문자의 이해를 돕는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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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휴먼 액티비티 제작 스크린샷

3.3.2 이미지 채

   이미지 채 의 집합은 두 개의 노라마 동 상의 탐

색으로 사용된다. 이미지 채 의 (지속)기간은 두개의 연

결된 노라마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르며. 코딩하는 동

안 이미지 채 의 재생 속도는 촬 자의 도보 속도로 설

정되었다.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실제 촬 을 한 촬

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림 15는 노라마 비디오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미지 채 의 순서를 보여 다.

(그림 15) 이지미 채 의 순서

3.3.3 태 그   설명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 태그는 노라마 환경에서 사

용된다. 첫 번째 태그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 하는데 사

용된다. 움직이는 태그 아이콘이 다음 것의 노라마 장면

을 사용자에게 보여 다. 그림16의 태그는 정보 아이콘이

며, 이 태그는 객체에 한 정보가 있다. 그림 17은 동  

화살표 아이콘을 보여주며, 움직임의 방향을 안내하기 

한 것이고, 다음 그림과 같이 태그를 클릭하거나 선택하

면, 련 정보를 보여 다. 

(그림 16) 정보 태그의 스크린샷

(그림 17) 사용자 움직임 태그의 스크린샷

4 . 향 후 작업  결론

   이 로젝트의 결론은 이러한 가상 실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박물 을 이용할 때, 조  더 나은 뷰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쉬운 이해와 빠른 습득을 도울 수 있었다. 이

들 노라마 VR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미지들을 스티칭하

여 보다 매끄러운 노라마 가상 실을 제공하기 해 제

작되었으며, 실 환경속의 사물을 사이버 한, 가상의 

공간에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탐색 할 수 있도록하며, 

노라마 이미지(FOV)는 를들어, "퀵타임 VR과 같은 인

터랙티  노라마 가상 실 화, 는 다  노드 노

라마 화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 효율 인 측

면에서 여러 가지 장 이 있다. 한 사이버 박물 안의 

사물에 한 AR, QR코드를 목시켜 앞으로 향후작업에 

한 추가 탐색을 도울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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