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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기술로 전 세계를 도보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가상 여행 콘텐츠에 대한 가상현실 이용자

들의 관심이 높으나 기존의 가상 여행 콘텐츠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상호작용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기존 

콘텐츠의 단점인 현실감 부족과 제한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시스템에서는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상 공

간을 생성하였으며 사용자는 실제 거리 이미지를 통해 현실적인 체험이 가능하고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공간 안에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고 몰입감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가상현실 헤드셋과 트

레드밀 장비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도보를 하며 가상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관광 명소에서 산길과 골목길까

지 자연스러운 도보 여행이 가능한 본 시스템의 활용으로 사용자들의 여가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o walk around the world with virtual reality technology. Although the virtual reality users 
are interested in the virtual travel contents, the conventional virtual travel contents have limited space for experiencing and lack 
of interactivit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realism and limited space, which is a disadvantage of existing contents, 
this system created a virtual space using Google Street View image. Users can have realistic experience with real street images, 
and travel a vast area of the world provided by Google Street View image. Also, a virtual reality headset and a treadmill 
equipment are used so that the user can actually walk in the virtual space, which maxmizes user interactivity and immersion. We  
expect this system contributes to the leisure activities of virtual reality users by allowing natural walking trip from famous tourist 
spots to even mountain roads and all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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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특

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재구성하고 인간의 감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제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체험하

도록 하는 기술이다. 최근 가상현실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설계 

및 디자인, 교육, 헬스 케어, 의료, 군사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

대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발전하였다[1], [2]. Fig. 
1은 가상현실 기기 구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활용 분야를 보

여준다[3]. 구매 의도자들은 게임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시청, 가상 여행, 스포츠나 콘

서트 등 라이브 이벤트 시청, 소셜 인터랙션, 교육목적, 쇼핑의 

순서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게임분야를 제외한 가상현

실 콘텐츠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게임분야의 ‘Pokémon 
GO’[4]와 같은 킬러 콘텐츠를 갖지 못하였다[5]. 

그림 1. VR 사용 용도 

Fig. 1. VR use cases [3]

그림 2. 2018년 세계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수익 배분 [6]
Fig. 2. 2018’s Worldwide virtual reality software 

revenue share [6]

Fig. 2는 2018년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의 수익 배분을 예측

한 것[6]으로 여행은 오락, 인터랙티브 미디어, 건강에 이어 4 
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관심 분야 중 3 순위인 가상 여

행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Fig. 3의 (a)와 

같은 정글, 심해 혹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 체험하기 어려운 장

소를 가상의 공간으로 구현해 놓은 것[7]-[9]이며, 둘째는 Fig. 3
의 (b)와 같은 실제 도시나 주요 명소를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통

해 가상의 공간으로 구현해 놓은 것[10]-[13]이고, 셋째는 Fig. 3
의 (c)와 같이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한 

것[14]-[17]으로 모두 가상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구현된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몇 가

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인위적인 공간은 상

상속의 공간이라는 흥미로움도 있으나 지속적인 흥미를 유지

할 만큼 다양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여행에 대한 사용

자의 욕구는 상상속의 공간에 앞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여행

할 수 없었던 현실 속의 명소를 여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 현실 세계의 방대한 장소들을 가상 

공간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에 몇 몇 명소로 서비스 지역이 한정되어 체험자의 체험 범위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 경우, 360도 파노라마 영

상은 사용자에 의한 조작이 불가능하고 영상이 제작된 대로 사

용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호작용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

한 문제점들로 인해 여행콘텐츠는 게임과 비디오 시청 다음으

로 주목받고 있는 활용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a)

(b)

(c)
그림 3. 가상현실 여행 시스템. (a) 아마존VR, (b)구글 어스 VR, 

(c) 제주투브이알 360도 영상

Fig. 3. Virtual reality tour systems. (a) AmazonVR, (b) 
Google Earth VR, and (c) JEJUTOVR 360°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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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개발한 가상 도

보 여행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구글의 스트리트 뷰 

이미지 API(Google Street View Image API)[18]에서 제공하는 

거리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을 생성하며, 사용자는 가

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이 가상의 공간을 여행할 수 있다. 구
글의 스트리트 뷰는 방대한 규모의 전 세계 거리 이미지를 제공

하므로, 유명 관광지에서 좁은 골목길에 이르는 세계 곳곳을 가

상현실 기술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시스템의 가장 큰 장

점이다. 또한 트레드밀(Treadmill) 기반의 Virtuix Omni[19] 장
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동작을 상호작용 방식으로 채택

함으로써 실제 걸으면서 실감나는 가상 도보 여행을 할 수 있

다.

Ⅱ. 관련 연구

이 절에서는 구글 스트리트 뷰를 활용한 유사 여행 기술을 

소개한다.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인터

랙션으로 시점을 이동할 수 있는 ‘StreetView Explorer’[20]와 

가상현실 헤드셋과 헬스 사이클을 이용하여 자전거 여행을 하

는 ‘CycleVR’[21]이 대표적이다. 

그림 4. 스트리트뷰 익스플로러 [19]
Fig. 4. StreetView Explorer [19]

Fig. 4의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프리랜서 개발자 폴 와그너

(Paul Wagener)가 개발한 ‘StreetView Explorer’이다. StreetView 
Explorer는 구글의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단순하게 보는 것에 

제한하지 않고 사용자가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을 통해 시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거리 이미지와 깊

이 데이터를 구글의 스트리트 뷰 이미지 API 서버로부터 전달

받아 이미지를 정제한 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그러

나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점 변경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므로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가상 여행 프로그램은 아

니며, 가상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용자 몰입도

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림 5. 사이클VR [20]
Fig. 5. CycleVR [20]

  
Fig. 5는 영국인 게임 개발자 아론 푸지(Aaron Puzey)가 개발

한 가상 여행 콘텐츠 ‘CycleVR’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헬스 사

이클 기구를 이용하여 영국의 최남단 랜즈 엔드(Land’s End)부
터 최북단 존 오그로우츠(John o’ Groats)까지 1500km의 거리

를 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개발자

인 아론 푸지는 가상의 공간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헤드

셋(HMD; Head Mounted Display)을 착용하였으며, 헬스 사이클

의 분당 회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케이던스 모니터(Cadence 
Monitor)를 이용하였다.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케이던스 모

니터의 데이터를 GearVR[22]과 연결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

이션으로 보내고 사전에 정의된 여행 경로에 따라 진행이 된다.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CycleVR’은 기존 여행 콘텐츠에서 부

족했던 현실성, 제한된 공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등의 문제점

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지만, 미리 정해진 여행 경로만 제공되

며 헬스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Ⅲ. 가상 도보 여행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 도보 여행 시스템은 구글 스트리

트 뷰 API를 이용하고, 실제 거리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다운로

드 받아 가상의 공간을 생성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가상

으로 제작된 환경이 아닌 실제 환경을 사용자에게 보여줌으로

써 현실성을 높이며, 구글 스트리트 뷰 API에서 제공해주는 장

소에 대해서 가상의 공간 생성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상현실 헤드셋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

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트레드밀 기반의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동작을 상호작용 방식으로 사용하여 

사용자가 모든 방향으로 직접 걸으면서 가상의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도보 여행 체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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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스템 개요

그림 6. 가상 도보 여행 시스템 개요도

Fig. 6. Overview of Virtual walking tour system

Fig. 6은 가상 도보여행 시스템의 개요를 보여 준다. 사용자

는 HMD를 착용한 후 Virtuix Omni장비에 탑승한다.  프로그램

을 실행하면 사용자는 전 세계의 장소 중 여행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여행 장소를 선택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해당 

장소에 대한 위도와 경도 값을 구글 스트리트 뷰 API 서버에 전

송하여 거리 뷰 이미지를 요청한다. 만약 위도와 경도에 해당되

는 거리 뷰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다른 여행 장

소를 선택해야 하며, 존재한다면 Fig. 7과 같은 상(Up), 하

(Down), 좌(Left), 우(Right), 전(Foward), 후(Back)의 여섯 방향

의 거리 뷰 이미지를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후 가상의 공간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출력한다.   

그림 7. 여섯 방향의 거리 뷰 영상

Fig. 7. Six Street View images

 

가상의 공간을 제공받은 사용자는 Virtuix Omni 장비 위에서 

가상의 여행지를 자연스럽게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는 프로그

램이 Virtuix Omni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HMD
를 이용해 사용자의 방향을 추적해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

에서 이동하려는 방향에 근접한 공간에 대한 위도와 경도의 값

을 얻어오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새롭게 얻은 위도와 경도 값

을 이용해 다시 서버에 거리 뷰 이미지를 요청하고, 전송받아 

가상의 공간을 새롭게 생성한 다음 새로운 가상의 공간을 사용

자에게 지속적으로 출력해 주는 순서로 작동된다.

3-2 스트리트 뷰 이미지의 요청 및 수신

이 단계는 가상의 공간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시
스템은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 공간의 위도와 경도의 값을 확

인한 후,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 API서버로 위도와 경도의 값

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요청 값을 전송한다. 이후 시스템은 Fig. 
8과 같은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식의 거리 뷰 메

타데이터 값을 서버로부터 전송받는다.

그림 8. JSON 형식의 거리 뷰 메타데이터

Fig. 8. JSON format of street view 
metadata

본 시스템은 전달 받은 메타데이터 값 중 Location의 panoId 
값을 사용한다. panoId 값은 Google Street View Image API 서
버가 소유하고 있는 거리의 파노라마 이미지 아이디 값이며, 파
노라마 이미지를 전송받기 위한 요청 값에 필수적인 매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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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panoId 값을 포함한 이미지 요청 

값을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 API 서버에 전송한다. 이후 서버

는 파노라마 아이디에 해당하는 상, 하, 좌, 우, 전, 후의 Fig. 7과 

같은 여섯 방향의 이미지를 시스템에 전송한다. 이 과정이 끝나

면 시스템은 가상의 공간을 생성할 준비가 된다. 

3-3 가상의 공간 생성 및 제공 

그림 9. 구면 텍스쳐 매핑

Fig. 9. Spherical texture mapping

그림 10. 큐브맵 텍스쳐 매핑

Fig. 10. Cubemap texture mapping

가상의 공간 생성은 3차원 물체에 이미지를 덧씌우는 기법

인 텍스처 매핑(texture mapping)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방법

은 Fig. 9와 같은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의 내부에 매핑하

는 구면 텍스쳐 매핑(spherical texture mapping)으로 사용자의 

시점을 구 내부에 두어 가상공간을 바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본 시스템은 연속된 360도 이미지가 아닌 구글 스트리

트 뷰 이미지 API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상, 하, 좌, 우, 전, 후의 

여섯 방향에서 획득된 이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면 

텍스쳐 매핑을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본 시스템은 큐브맵

(cubemap)을 사용하여 Fig. 10과 같이 육면체에 여섯 장의 거리 

뷰 이미지를 방향에 맞게 텍스쳐 매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

였다. 일종의 환경 매핑(environment mapping) 방식으로 주위 

환경을 미리 텍스처에 저장하여 텍스처 컬렉션(환경 맵)을 만

든 뒤 물체에 매핑하는 기술이다. 환경 맵의 종류에는 큐브맵, 
미러 볼(mirror ball), 이퀴렉탱귤러(equirectangular)가 있으며, 
본 시스템은 사용자 움직임에 따른 가상공간의 실시간 생성이 

중요하므로 컴퓨터 자원 사용이 적어 효율적인 큐브 맵을 사용

하여 가상공간 생성시간을 최소화 하였다[23], [24]. Fig. 10과 

같이 사용자의 눈이 되는 카메라는 환경 매핑이 된 육면체 내부

에 위치하여 사용자는 가상의 공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사
용자는 실제 장소에 도착해 있는 느낌을 받는다.

3-4 사용자의 이동 거리 및 이동 방향 추적

가상 도보 여행 시스템은 사용자의 걷는 동작과 방향을 추적

하여 현재 공간에서 인접한 공간으로 가상의 공간을 전환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의 걷는 동작은 트레드밀 기반의 Virtuix Omni
장비를 사용하여 추적하였다(Fig. 11). Virtuix Omni는 사용자

가 걸음을 걷는 패드와 신발(Onmi shoes)에 부착하는 트래킹 

파드(Omni tracking pods)로 구성되며, 아래의 표 1에 나열한 일

곱 개의 사용자 모션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림 11. Virtuix Omni: (a) Omni 패드, (b) Omni 
트래킹 파드 [18]

Fig. 11. Virtuix Omni: (a) Omni pad, and (b) 
Omni tracking pods [18]

User Motion Data 

Timestamp User motion detection time

StepCount User step count measurement

RingAngle
User direction measurement

RingDelta

GamePax_X
User position values inside the game pad

GamePad_Y

표 1. Virtuix Omni의 모션 데이터 

Table 1. Motion data of Virtuix Omni

  
본 시스템은 전달받은 일곱 개의 모션데이터 중 StepCount의 

값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몇 걸음을 걸었는지 판

단한다. StepCount는 신발에 부착된 트래킹 파드에 의해 측정

되며 걸을 때마다 1씩 증가된 정수의 값을 반환한다. Omni 트
래킹 파드는 관성 측정 장치(IMU; inertial measurement unit)기
반의 추적 장치로써 지연시간 없이 각 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 장치이다.
사용자의 방향을 추적하는 방법으로는 HMD의 광선 투사법

(Raycast)을 활용하였다. 광선 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쏜 후 해당 광선에 맞은 물체가 무엇인지를 시스템에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25](Fig. 12). HMD는 사용자의 눈 역할을 하는 카

메라 오브젝트이며, 시스템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광

선을 투사하여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19, No. 4, pp. 605-613, Apr. 2018

http://dx.doi.org/10.9728/dcs.2018.19.4.605 610

적할 수 있고, 바라보는 방향에 인접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광선의 충돌처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인접한 공간의 유무

는 현재 공간의 위도와 경도의 값을 이용해 서버로부터 전달받

은 메타데이터(Fig. 8) 중 인접 공간 리스트의 정보를 가진 

Links 필드를 이용하였다. Links 필드는 현재 공간을 중심으로 

인접한 공간이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는지 0도부터 360도의 값

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해당 공간에 대한 파노라마 아이디 값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인접한 공간이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는지를 Fig. 13과 같이 사

용자의 발밑에 표시하여 알려 준다.

그림 12. HMD 광선투사

Fig. 12. HMD Raycast 

그림 13. 인접 공간 표시

Fig. 13. Adjacent space marks  

시스템은 사용자가 걷기 시작하면 Virtuix Omni의 StepCount
를 증가시키며 StepCount가 프로그램 상에서 정한 값에 도달하

면 HMD의 레이캐스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

는 방향에 위치한 공간의 파노라마 아이디 값을 추출한다. 파노

라마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리 뷰 이미지를 이용하여 가상공간

을 새로 만들고, 사용자가 보고 있는 가상의 공간을 갱신한 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반복한다(Fig. 14). 

그림 14. 가상 공간의 갱신

Fig. 14. Update of virtual space 

3-5 사용자 선호도 기반 여행지 리스트 제공 및 선택

Fig. 15는 여행지 선택을 위한 메뉴 화면이다. 이 메뉴에는 

미리 등록된 여행지와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여행지의 이미지

가 나열된다. 추천 여행지는 최근 사용자가 선택한 여행지의 데

이터를 축적하여 판단한다. 사용자가 가상 여행을 마친 후 여행

지에 대해 다단계 만족도 평가를 하게하고, 이 평가가 높은 지

역과 자주 방문한 지역의 사용자 선호도 값을 높여, 이후 사용

자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 먼저 표시되도록 한다. 정확한 지점으

로 이동하여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도와 경도 값을 입력하

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림 15. 여행 지점 선택 기능

Fig. 15. Tour point selection   

Ⅳ. 가상 도보 여행 시스템 체험 및 결과 

본 논문의 콘텐츠는 가상여행 콘텐츠의 현실성을 극대화하

기 위하여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 API 서버로부터 실제 이미

지를 제공받아 가상의 여행 공간을 구현하였다. 구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Unity 3D[26]이며 C#언어로 개발되었다. 상호작

용과 몰입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MD 장비인 

HTC VIVE[27]를 이용해 사용자가 이동하고 싶은 방향을 확인

하고, 트레드밀 기반의 Virtuix Omni장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동작을 추적해 이동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몰입형 도보 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API에서 제공해주는 방대한 양의 거리 이미지에 대

해서 실시간으로 가상의 공간을 생성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

양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기존 응용프로그램들의 제한된 

공간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래의 표 2에서 구글의 스트리트 뷰 

이미지 API를 사용한 관련 기술 콘텐츠와의 차이점을 비교하

였다. ‘StreetView Explorer’의 경우 가상현실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몰입형 체험이 불가능하며, ‘CycleVR’의 경우 사전에 

정의된 공간에서 앞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콘텐츠는 구글의 스트리트 뷰 이미지에

서 제공하는 세계 모든 공간을 여행할 수 있으며, HTC VIVE와 

Virtuix Omni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도보 움직임과 몰입형 체험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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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View 
Explorer

CycleVR Virtual Walking 
Tour System

Immersive 
Experience NO YES YES

Movable 
Direction All directions Only forward All directions

Virtual Space Infinite space Predefined 
space

Infinite space

표 2. 관련 기술의 차이점

Table 2. Differences from related technologies

  
 Fig. 16은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는 사용자의 모습이다. 사용자
는 가상공간이 되는 육면체 오브젝트의 내부에 위치해 있다. 
사용자는 360도 어느 방향을 보아도 실제 공간의 사진 이미지
를 통해 생성된 가상 환경을 볼 수 있으며 직접 걸으면서 체험
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여행지에 자신이 도착해 있다는 느낌
을 받을 수 있다. Fig. 16의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사용자는 같
은 위치에 있지만 사용자의 시선이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의 
환경을 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 사용자 행동에 따른 가상 공간의 변화

Fig. 16. Virtual space changes according to user behavior

Fig. 17 (a)-(e)는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곳곳을 가상으로 

도보 여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거리 뷰는 도시의 자동차 도

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 관광지 도보길, 등
산로, 일부 전시관의 내부도 제공되고 있어, 기대하는 것 이상

의 다양한 도보 여행 체험이 가능하다. 

  
(a)

(b)

(c)

(d)

(e)
그림 17. 가상 도보 여행 체험: (a)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라보카 거리, (b)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c) 
한국 제주 천지연폭포, (d) 한국 원주 치악산, (e) 한국 

서울 덕수궁 미술관

Fig. 17. Experience of Virtual Walking Tour: (a) La Boca 
street, Buenos Aires, Argentina, (b) Notre Dame, 
Paris, France, (c) Cheonjiyeon Waterfall, Jeju, 
South Korea, (d) Chiak Mountain, Wonju, South 
Korea, and (e) Deoksugung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 여행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는 높으나 

좋은 가상 여행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부족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 가상현실 여행 프로그램의 단점인 제한적인 공간, 사용자

와의 상호작용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글 스트리트 뷰 이

미지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기술로 세계 곳곳을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 API를 

통해 실제 거리 이미지를 전송받아 가상 공간을 구현함으로써 

현실성을 향상시키고, 트레드밀 기반의 도보 장비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걸으면서 가상의 공간을 여행 할 수 있도록 하

여 사용자의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향상시켰다.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 API에서 제공하는 지역은 모두 여행할 수 있고 자연

스러운 도보 동작이 가능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여가 활동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 여행 시스템이 기존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비해, 사실성과 

몰입감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정량적인 지표를 마련

하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본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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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계획이다. 
또한  도보 여행이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유발하여 오랜 시간 

체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과 같은 체험 방법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셜네트워

크서비스나 인터넷의 여행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지

능적으로 여행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고가의 

Virtuix Omni를 저가의 장비를 이용한 상호작용 방식으로 대체

하여 보다 대중적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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