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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웹 파노라마(panorama) 콘텐츠의 효율적인 생성을 위한 에디터를 설계하고 구현

한다. 이 에디터는 360° 카메라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웹 콘텐츠의 주요소인 파노라

마 관리, 핫스폿(hotspot) 지정, 추가 및 수정 관리, 파노라마 방향 보정 등의 기능을 구현 할 수 있게 마련

하여 누구나 손쉽게 웹 파노라마 콘텐츠를 제작, 관리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파노라마 에디터에 대한 라이

브러리와 자료구조를 마련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초보자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에게도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파노라마(panorama), 핫스폿(hotspot), 파노라마 에디터(panorama editor)

웹 파노라마 콘텐츠의 효율적인 생성을 위한 에디터 설계 및 구현
윤경섭*, 허정민O

*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O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e-mail: ksyoon@inhatc.ac.kr*, negativezeisen@gmail.comO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ditor for Efficient Creation 

of Web Panorama Content
Kyung-Seob Yoon*, Jeong-Min HurO

*Dept. of Computer Science, Inha Technical College,
ODept. of Computer Science, Inha Technical College

I. Introduction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보급되어 웹 사용률이 높아지

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번거로운 설치 없이 웹 

사이트를 접속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웹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웹 파노라마 콘텐츠이고, 구글맵[1], 카카오맵[2], 네이버 

지도[3]등의 스트리트 뷰로 제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전문 개발자 모두 

편리하게 웹 파노라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에디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II. Preliminaries

웹 파노라마 콘텐츠를 구현 하는데 있어서 파노라마를 서로 이어줄 

수 있는 핫스폿, 파노라마를 찍은 방향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향 보정 기능이 필요하다.

핫스폿은 파노라마를 서로 연결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마다 핫스폿들을 일일이 생성해주어야 하는데, 일반인이나 초보자들

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 핫스폿마다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작업

일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library)나 프레임워크(framework)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

템을 새로게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파노라마의 방향 보정도 360°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노라마를 

찍을 때 파노라마마다 찍은 사진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1.의 (a),(b)라는 파노라마가 있을 때 (a)의 파노라마는 카메라를 

서쪽 방향으로 사진을 찍고 (b) 파노라마는 카메라를 북쪽 방향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 파노라마 (a)와 (b)는 사진의 앵글이 어긋나기 

때문에 (a)와 (b) 간에 핫스폿을 생성하여 연결하여 이동할 경우 

보는 방향이 다른 파노라마로 이동하는 방향의 불일치 문제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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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sst view

(b) north view

Fig. 1. Panorama direction mismatch problem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방향 보정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브루트 포스(brute force)와 같이 하나씩 수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웹 콘텐츠의 주요소인 파노라마 관리, 핫스폿

(hotspot) 지정, 추가 및 수정 관리, 파노라마 방향 보정 등의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는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파노라마 콘텐

츠의 효율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파노라마 에디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III. Design and Implementation

3.1. 자료구조 설계

1) 파노라마 데이터

파노라마에 관한 데이터는 경로나 파노라마 구성이 수정될 수 

있기에 Fig. 2와 같이 파노라마들의 데이터들을 담는 자료구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의 Javascript와 쉽게 연동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

는 키밸류(Key-Value)[4] 방식의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5] 포맷을 사용하였다.

Fig. 2. Panorama JSON Data Structure

첫 키 이름은 파노라마를 가리키는 고유 이름으로 이를 파노라마 

ID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 키 내부의 Key-Value 데이터들은 해당 

파노라마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되어있다.

2) 핫스폿 데이터

핫스폿을 연결하기 위한 해당 파노라마 데이터를 담은 파노라마 

자료를 활용하여 Fig. 3과 같이 핫스폿 관련 자료구조를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과 같이 JSON 포맷을 사용하였다.

Fig. 3. Hotspot JSON Data Structure

첫 번째 키는 핫스폿을 가질 파노라마 ID로, 그다음 키들은 핫스폿을 

누르면 이동될 파노라마 ID를 의미하며, vector는 핫스폿의 위치를 

가리킨다.

이와같이 구성하여 파노라마 혹은 핫스폿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려 

할 때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지니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3.2. GUI 설계

개발할 웹 파노라마 에디터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들

을 위해 파노라마 ID를 알 수 있도록 에디터 란에 추가하고, 한 

화면에 에디터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Fig. 4와 같이 

GUI를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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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ditor GUI

3.3 파노라마 에디터 구현

1) 파노라마 데이터 로드 구현

파노라마 데이터를 불러오고 원하는 파노라마를 텍스처로 불러와 

사용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텍스처로 불러올 때, 파노라마 데이터에 있는 파노라마 방향 보정을 

적용하여 방향에 불일치가 없도록 하였다.

Fig. 5는 파노라마 이미지 데이터를 엔진에 쓰일 텍스처로서 불러오

는 것을 구현한 화면이다.

Fig. 5. Load panorama image as texture

2) 핫스폿 데이터 로드 구현

핫스폿 데이터를 불러오고 웹 화면으로 불러온 파노라마 ID에 

해당하는 핫스폿들을 생성될 수 있도록 Fig. 6과 같이 구현하였다.

Fig. 6. Load Hotspot

3.4 핫스폿 생성 구현

에디터에서 핫스폿이 가지는 파노라마 ID를 넣고 GUI에서 핫스폿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핫스폿이 생성되도록 Fig. 7과 같이 구현하였다.

Fig. 7. Hotspot create

3.5 파노라마 방향 보정 구현

보정을 원하는 방향을 본 상태로 보정 버튼을 클릭하여 파노라마 

방향 보정이 되도록 Fig. 8과 같이 구현하였다.

(a)

(b)

Fig. 8. Panorama direction ad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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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콘텐츠 생성에 어려움을 겪던 일반인이나 

초보자들에게 웹 콘텐츠의 주요소인 파노라마 관리, 핫스폿(hotspot) 

지정, 추가 및 수정 관리, 파노라마 방향 보정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파노라마 콘텐츠 생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파노라마 데이터를 수동으로 넣어줘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에디터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리성 제공을 위한 GUI를 재설계하여 연구해볼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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