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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영화관을 중심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게임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화재 등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영화관 이용자들의 피난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

하고 실제 상황으로 접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며 알맞은 비상 통로로 이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키워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구글 카드보드(Google Cardboard), 대피안내(Evacuation Guide)

I. Introduction

영화관의 협소한 공간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곳, 그리고 

많은 인구의 밀집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대피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영화관은 대피 안내도를 건물 내부에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였지만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가상 현실(VR)을 이용한 시스템의 대중화에 따라, 이를 현실 훈련에 

이용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현재 VR에 대표적인 기구로는 오큘러스 

리프트와 구글 카드보드 프로젝트가 있으며, 표1은 비교 분석한 표이

다. 구글 카드보드는 SDK를 제공하고 오큘러스 리프트는 개발 툴킷인 

DK에서 SDK를 포함한다. 구글 카드보드는 오큘러스 리프트와 동일

한 시야각을 가지고 있으며, 쉬운 개발환경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의 

기종과 상관없이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글 

카드보드의 단점은 카드보드는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어안렌즈를 이용

하기 때문에 오큘러스 리프트에 비해 화질이 낮은 편이고, 프레임이 

종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낮은 편이다.

compare google cardboard with oculus lift

본 연구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카드보드 SDK를 이용하여 간접

적으로 가상현실을 구현하여  이를 경험하도록 하고 대피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영화관에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

션을 설치하여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영화 관람권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여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II. VR 비상 대피 안내 시스템 설계

영화관 대피 안내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5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Unity3D와 C#과 Java를 이용한 Mono Develop를 이용한 

스크립트 작성, 그리고 구글 카드보드 SDK를 이용한 손쉬운 가상현실 

화면 분할 및 헤드 트레킹 기술 구현, 그리고 서버에서 사용자가 

획득한 점수에 맞는 쿠폰(Push Notification Service) 발송을 해 

줄 수 있는 GCM서버 구현까지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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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이다.

system configuration

다음은 대피 안내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일정 점수 

이상인지를 확인해 사용자에게 그에 맞는 쿠폰을 발송을 서버에 

요청해 발송해준다.

Evacuation system flowchart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Unity 3D와 

스크립트 개발을 위해 Unity에서 제공하는 Mono Develop 그리고 

Push Notification Service를 구현하기 위해 Eclipse를 사용한다.
그림 7은 Unity3D를 이용하여 인천 CGV의 4층과 6층을 구현한 

모습이다.

The internal implementation of the cinema

이처럼 영화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Push Notification Sevice 구현을 위해 백엔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백엔드 서비스(Baas)는 서버구축 및 관리 및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제공기능은 데이터와 파일 

스토리지, 사용자 관리, 원격 푸시 알림, 소셜 네트워크 연동, 사용자분

석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방식은 SDK 또는 API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다. Kinvey를 이용하여 Push Notification Service를 

구축하였다. 
백 엔드 서비스는 개발자가 자신의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을 모아둔 집합이다. 서버 구축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컴포넌트들을 이용해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관리를 쉽게 하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대중적인 VR 기술인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해 영화관 

대피 안내를 가상현실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영화관 

측에서는 이러한 가상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구글 카드보드 기반으로 된 앱은 장시간의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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