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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현실(Visual Reality) 기술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그 관심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VR 기술은 게임, 애
니메이션, 교육 등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VR영상을 체험한 후 영상을 보내는 기기와 영상을 재생

하는 HMD 등의 하드웨어 간의 지연시간 때문에 어지러움, 두통 등 멀미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어트랙션의 이동보다는 환경에 주목하여 경로에 존재하는 구분선을 근접센서로 

검출하여 사용자의 운동에 따른 경로 위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한다. VR 영상과 사용자의 위치를 동기화하므로 사용

자의 위치오차가 0.2%로 개선되었다.

ABSTRACT

Visual Reality technology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resting as it attracts people's interest. VR technology is used 
in various markets such as games, animation, and education. However, there were many people experiencing motion 
sickness such as dizziness and headache due to the delay time between hardware such as a device for sending a video 
after experiencing a VR image and an HMD for reproducing an image.

The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focuses on the environment rather than the movement of the attraction and detects 
the dividing line existing on the path by the proximity sensor and accurately calculates the position on the path according 
to the user 's motion. Since the position of the user is synchronized with the VR image, the position error of the user 
is improved to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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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상현실(Visual Reality) 기술은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와 비슷한 환경을 가상으로 만들어내어 

사용자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하

는 기술이다. 이러한 VR 기술은 게임, 영화 등 엔터테

인먼트 시장은 물론, 교육, 헬스케어 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며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1-2].
하지만 이러한 VR 기술에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

한다. 그 문제는 VR 게임이나 영상을 즐긴 후 현기증, 어
지러움, 두통 등의 멀미현상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많다

는 것이다. VR기기의 지연시간이 멀미를 유발한다[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제 

이동과 VR 영상의 미세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테마파크 어트랙션에 적용한다.
가속도센서의 가속도를 이중 적분하여 계산된  값을 

자이로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4]. 하지만 이는 가속도센서 자체의 문제점

으로 인해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였다[5].
어트랙션이 고정된 경로에서 이동을 하며 그 경로위

의 환경에 대해 주목하였다. 해당 경로에는 일정한 간

격을 두고 구분선이 존재하는데 이를 검출해내어 이동

거리 및 위치를 탐색한다.
근접센서의 검출거리는 대부분 10mm 이하의 값으

로 아주 가까이 있어야 검출이 가능하다. 이동하는 어트

랙션에 장착하여 이동하기에는 구분선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했다. 오토닉스사의  PS50-30DN
은 30mm의 검출거리로 어트랙션에 장착하여 구분선을 

검출하기 알맞았다. 가속도/자이로 센서는 MPU-6050 
6축센서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실제 이동과 VR 영상을 동기

화하고 이를 통해 멀미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VR 기술

의 멀미현상과 관성 측정 장비를 통한 이동거리 측정과 

보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관성 측정 장

비를 이용한 연구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접 센서를 활용한 연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알아본다. 끝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관련 연구

최근에는 가상현실(Visual Reality)과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하여 테마파크 어트랙

션에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의 상하이 디즈니랜드, 
독일의 Europa Park 등 전세계 다양한 테마파크에서 이

미 VR/AR 기술을 활용하여 어트랙션에 적용하고 있다

[6].
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을 경험한 사용자들은 현기증, 

두통 등의 멀미현상을 겪게 된다. 기존의 멀미와 증상

은 유사하지만 원인이 다르며 이를 사이버 멀미라고 한

다. 사이버멀미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VR환경에서 이동 및 흔들림에 대한 정보가 시각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각정보와 전정정보 간의 감각충돌

로 인해 발생한다는 이론이 가장 유력하다[3].
또한, 하드웨어의 제약이나 소프트웨어의 처리 속도

와 같은 이유로 현실의 이동과 VR영상 내의 움직임 사

이의 시간차이로 인한 멀미현상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

연시간을 줄이기 위해 유선 케이블을 통해 HMD(Head 
Mounted Device)로 영상을 전송한다. 하지만 유선 케이

블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주고 그 불편함으로 

인해 영상의 몰입감을 반감시킨다[7].
이러한 불편함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연

구 [8]에서는 실제 테마파크 어트랙션에서 멀미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제 움직임과 가상현실의 움직임

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 가속도센서에서 운동가속도와 중력가속도를 정확

히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 본 논문

에서는 관련연구 [8]에서 제시한 시스템 연구 결과와 그 

결과에서 더 나아가 경로의 특정 부분을 이용하여 근접

센서로 정확도를 높인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근접 센서(proximity sensor)

는 물체에 대한 신호를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검출

하는 센서이다[9]. 어트랙션의 경로가 금속으로 이루어

져있고 그 경로에 존재하는 일정한 간격의 구분선이 존

재한다. 우리는 이 구분선의 존재에 주목하여 이를 금

속 근접 센서로 검출하여 현재 위치 및 이동거리를 계

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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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  론

3.1. 관성 측정 장비(IMU)를 활용한 이동거리 계산

관성 측정 장비만을 활용하여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계획했다. 가속도를 적분하여 속도를 계산하

고 다시 적분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또한 자이로 센서

의 정보와 다양한 이론을 통해 이 결과를 보정하였다. 
하지만  IMU만을 활용한 이동거리 계산에는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Fig. 1 Tilted IMU

그림 1은 IMU가 기울어진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

에서 축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축과 ′축 출력 값

에 중력가속도와 운동가속도가 섞여서 출력된다. 이동

거리 계산에는 운동가속도 값만 필요하므로 두 값에서 

운동가속도만 추출해내어야 하지만 어떤 부분의 얼마

만큼이 중력가속도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

생한다.
오차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

다. 거리 3.6m의 직선경로에서 손수레 위에 모듈을 고

정시켜 올려놓고 주행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Table. 1 Results of the experiment

Result 1 2 3 4 5 6 7 8

Distance(m) 2.78 2.65 2.35 2.43 3.24 3.84 2.90 3.87

Error rate(%) 22.8 26.4 34.7 32.5 10 6.7 19.4 7.5

표1은 다양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같은 실험 환경

으로 여러 번 수행한 실험 결과이다. 여덟 번의 실험 중 

최고 오차율은 34.7%, 최저 오차율은 6.7%의 결과가 나

왔다. 오차율에 대한 표준편차는 10.3으로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U만으로 이동거리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평면 경로와 흔들리지 않을 주행물체 등 실험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 결

과와 같이 정확한 이동거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3.2. 경로의 구분선을 활용한 이동거리 계산

IMU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신뢰도 높은 결과 값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트랙션이 이

동한다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어트랙션이 이동하는 

환경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다.

Fig. 2 Dividing line path

그림 2는 어트랙션이 이동하는 경로를 2차원 형식으

로 만든 것이다. 어트랙션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선이 존재한다. 경로는 금속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이를 검출하기 위해 금속 검출 근접센서를 사

용한다. 구분선과 구분선 사이의 간격은 0.85m로 구분

선을 지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시작점으로부터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가 있다. 구분선을 지날 경우 주행 시간

을 저장하고 이전 구분선 위를 지날 때의 시간과 현재 구

분선 위를 지날 때 사이의 시간으로 속도를 구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두 구분선 사이에서 아주 느린 속도

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구분선이 검출되

지 않기 때문에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 이 문제점은 가속도센서를 이용해 물체가 이동 

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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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수식 1과 같이 구분선 인식 시 계속해서 두 구분선 사

이의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가속도센서에서 나온 현재 

가속도와의 차를 구한다. 다음 구분선이 인식될 때까지 

수식 2와 같이 현재 속도에 속도차를 일정비율만큼 곱

해주어 서서히 보정될 수 있도록 한다.

3.3. 시스템 구현

아두이노 모듈에서는 센서 데이터들을 받아오고 그 

데이터들을 PC로 보낸다. PC의 Unity에서는 아두이노

에서 받은 데이터를 통해 HMD로 영상을 보낸다.
아두이노는 초당 256프레임의 속도로 데이터를 PC

로 전송한다. Unity의 Update는 새 프레임이 갱신될 때 

마다 발생한다. Update는 보통 초당 30~60프레임으로 

실행된다. 초당 60프레임으로 실행될 경우 구분선 데이

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별도의 스레드를 초

당 256프레임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분선 데이

터를 놓치지 않고 검출하도록 한다.

Fig. 3 Modeling of Attractions Paths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통도 환타지아에 있는 하

늘 자전거 어트랙션에 모듈을 실제로 부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어트랙션이 주행하는 실제 경로는 그림 3
과 같다. 차량에 탑승 후 출발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그 

지점부터 이동거리 측정이 시작되며, VR 영상도 함께 

재생되며 도착점을 통과하면 이동거리 및 위치 측정이 

종료되며 VR 영상도 종료된다.
아두이노 모듈의 동작 전압은 5V이고 근접센서의 동

작 전압은 12V이므로 아두이노 모듈에 근접센서를 바

로 연결할 수 없다.

Fig. 4 Proximity sensor value in the Arduino module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항 분배를 사용하여 근

접센서의 출력 전압을 낮춘다. 그리고 그림 4와 같이 

digitalRead() 함수로 근접센서의 값을 받아온다. 받은 

값은 High/Low 중 하나의 값이며 High일 경우 금속이 

검출되었고, Low일 경우 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Fig. 5 Metal detection Unity code

Unity에서는 금속이 검출되면 그림 5와 같이 금속 검

출 Flag를 변경하고 검출된 구분선의 개수를 증가시킨

다. 그 후에 평균속도 계산을 위해 이전 구분선 검출되

었을 때와 현재의 시간 변화량을 갱신하고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다음 시간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 시간을 변수에 저장하여 계속해서 계산될 수 있도

록 한다.

3.4. IMU와 근접센서를 이용한 실험 결과

통도 환타지아의 하늘자전거 어트랙션에 하드웨어 

모듈을 부착하여 실험을 하였다. 어트랙션의 출발 지점

부터 도착 지점까지 이동경로의 총 길이는 194m 내외

이다.

Fig. 6 Time-velocity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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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실험의 시간-속도 그래프이다. 사용자의 이

동에 따라 속도를 계산하여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트랙션의 속도는 이동거리 및 시간을 활용

하여 구할 수 있다. 

Table. 2 Results of experiments using IMU and 
proximity sensor

Result 1 2 3 4 5 6 7

Distance(m) 193.4 193.8 193.3 193.3 193.7 194.2 193.8

Error rate(%) 0.3 0.1 0.4 0.4 0.2 0.1 0.1

표 2는 어트랙션을 여러 번 실험한 결과를 표로 나타

낸 것이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결과 값이 실제 경로의 

길이와 가까운 193m 정도로 측정되었다. 결과 값 중 이

동경로의 총 길이인 194m와 가장 차이가 많이 발생한 

실험결과는 193.3m로 오차율은 0.4%였다. 그리고 결과 

값 중 194m와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인 실험결과는 

193.8m와 194.2m로 오차율은 0.1%로 측정되었다. 실
험결과의 모든 오차의 표준편차는 0.02로 오차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관성 측정 장비만을 통해 실험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최고 오차율의 차이는 34.3%, 최저 오차율의 차이는 

6.6%로 평균 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수치가 아주 낮은 정도로 오차율 발생이 거의 없으므로 

아주 높은 신뢰도의 결과를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멀미 현상을 감소시키고 실제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관성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경로 위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

해보았지만 가속도 센서의 결과 값에서 중력가속도와 

운동가속도를 분리할 수 없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따
라서 IMU만으로 측정한 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어트랙션이 이동하는 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트

랙션이 이동하는 환경을 생각해보니 이동경로에 일정

한 거리마다 구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경로에 존재하는 구분선을 검출하여 어트랙션

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구분선과 구

분선 사이에서는 검출되는 구분선이 존재하지 않으므

로 정확한 위치 계산 및 이동거리 측정이 어려웠다. 이
러한 경우 IMU의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최근 구분선

에서의 평균속도와 현재 가속도 센서의 가속도 값의 일

부분을 사용하여 현재 가속도를 예측하여 위치를 계산

한다.
이 시스템은 어트랙션의 이동 중 경로위의 일정한 데

이터인 구분선을 검출하여 이동거리 및 위치를 계산한

다. 때문에 신뢰도 높은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실험 

결과는 최고 오차율 0.4%, 최저 오차율 0.1%로 아주 높

은 신뢰도의 결과 값을 보이며, 오차의 표준편차는 0.02
로 어트랙션 주행 시 거의 변함없는 결과 값을 보인다.

향후 연구 과제로 구분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로에서

의 정확한 이동거리 및 위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IMU
를 사용하여 어트랙션 위에서 떨림 등 일정하지는 않지

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주행하는 

경로를 학습하여 운동가속도와 중력가속도를 제거할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하고 그 결과 값을 보정하면 관성 

측정 장비만을 통한 이동거리 및 위치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설계 및 실제 어트랙션 

적용은 사용자가 탑승하고 있는 어트랙션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착용하고 있는 HMD의 가상현

실 영상도 움직이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높은 실재감과 

현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VR 기술의 문

제점인 사이버 멀미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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