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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이 결합된 블루이노2 보드를 활용한 컨트롤러를 제작하였다. 컨트롤러는 버튼, 아날로

그 조이스틱, 자이로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품의 데이터 값을 블루투스로 전송하면 유니티 엔진을 이용하여 제작된 게임

이 작동되는 것이다. 컨트롤러와 함께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한 스마트폰으로 가상현실 게임을 체험 할 수 있게 된다.

키워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블루이노2(Blueinno2), 블루투스(Bluetooth), 컨트롤러(Controller)

I. Introduction

게임은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 분야 중 하나다. 이전과 달리 게임이 

갖는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적 인식에 서 많은 성장이 있었으며 현재까

지도 많은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 과거 PC이나 콘솔을 기반으로 

한 게임 시장이 최근에는 모바일 시장으로 이동하였고 새로운 기술로 

가상현실이 떠오르고 있다. 오큘러스 VR의 Oculus Rift, 마이크로소

프트의 HoloLens, 구글의 Daydream, 소니의 PlayStation VR 등 

많은 가상현실기기가 발표 및 출시되고 있지만, 가격대가 높아 쉽게 

구매하기 힘든 상황에서 구글 카드보드는 적은 비용으로 본체를 

직접 조립하거나 살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게임들에 비해 장소가 

제한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용 하는 스마트폰을 장착함으로써 

가상현실체험이 가능하게 된다[1]. 제작한 게임의 장르는 FPS이므로 

카드보드를 활용하여 가상현실에서 물총 발사, 발사체 방향 변경 

기능이 있는 컨트롤러를 구현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블루이노2

블루이노2(Blueinno2)는 블루투스와 아두이노의 기능을 갖춘 보

드이다. 블루이노2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서 기능을 구현하며 기존

의 아두이노와 같은 API가 지원되어 개발환경과도 호환이 되며 전용 

함수도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블루이노2는 블루투스 4.0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페어링 제어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두이노와 같이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부품들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이비콘(I-Beacon) 
등이 있다[2].

III. The Proposed Scheme

1. 가상현실 게임 컨트롤러 

그림 1. 컨트롤러 구조

블루이노2(Blueinno2)를 이용한 컨트롤러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다. 각 부품은 블루이노2와 서로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가상현실 컨트롤러는 FPS 장르의 게임에 이용되었으며 그에 따른 

기능으로는 이동하고자 하는 X, Y축 방향으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아날로그 조이스틱[3], 몬스터를 처리하기 위해 발사체를 

생성하는 물총 버튼[4]과 자이로 센서인 myAHRS+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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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칭 시점의 방향 X, Y, Z축의 회전을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를 측정하고 있어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다[5]. 
그리고 게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시작이 가능하도록 리셋 버튼을 

구현하였다.

그림 2. 가상현실 컨트롤러 구동 환경

그림 2와 같이 구동된 컨트롤러는 블루투스 연결을 위해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시도한다. 만약 페어링이 되지 않을 시 재시도를 하게 된다. 
페어링이 된 컨트롤러는 각 부품의 데이터 값을 블루이노2 보드에서 

블루투스 4.0을 통해 스마트폰의 가상현실 게임으로 전송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끝마치게 되면 블루투스 연결을 종료한다.

그림 3. 가상현실 게임 컨트롤러

그림 3과 같이 가상현실 게임을 기반으로 컨트롤러를 제작하였으며 

가상현실 Head Mounted Display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현실감, 몰입감을 향상하게 시켜 준다.

2. 고찰

컨트롤러의 myAHRS+을 이용하여 게임 상의 1인칭 카메라의 

시점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구글 카드보드 SDK에 탑재된 카메라의 

기능과 겹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 카드보드 카메라를 이용하

여 물총의 조준점을 이동하게 되면 사용자의 고개를 지속해서 움직임

에 따라 디지털 멀미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myAHRS+의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준점을 이동하도록 할 것이다.

IV. Conclusions

제작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연결한 뒤 가상현실 게임

을 조작하였다. 향후 개선 사항으로는 조작감 향상과 케이스 제작이 

필요하다. 물총을 발사할 때 푸시버튼 대신 트리거 버튼으로 교체하고 

사용 부품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PCB 보드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

고 사용자의 한 손에 잡히는 모양으로 모델링 후 3D 프린터로 출력 

및 조립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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