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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HMD 디바이스의 발달  그래픽 소 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실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가상 실 랫폼 

 컨텐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재 가상 실 랫폼은 가상 실 환경과 사용자를 

이어주는 UI가 불확실하고 사용법이 직 이지 않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가상 실을 한 컨트롤러들은 

다양한 형태와 각각 다른 소 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가상 실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제한 이라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들을 보완하기 해 스 센서를 이용한 컨트롤러를 제작하고 이를 가상 실 내에서 

출력한 모습에 한 방법에 해 설명하며, 추후 이를 활용하여 체감이 가능한 가상 실 컨텐츠로 발 시킬 수 있

을 것을 기 한다.  

1. 서론

  가상 실(Virtual Reality:VR)이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 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

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

한다. 이러한 가상 실 기술은  세계 IT 기업이 탐내하

는 시장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세계 VR시장

이 2020년 3910억 달러(약 426조원) 규모로 성장 할 것으

로 망하고 있다고 밝혔다[1].

(그림 1) VR 시장의 확

 이 게 VR 시장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 실을 

한 HMD 디바이스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HMD 디바이스의 매 규모도 꾸 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HMD 디바이스에는 가상 실을 더욱 실감나

게 체감하기 해서 컨트롤러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컨트

롤러의 문제 은 각각의 용 소 트웨어를 사용해야 하

며 서로의 컨트롤러가 호환이 되지 않다는 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HMD 디바이스에 호환이 가

능한 컨트롤러와 이 컨트롤러를 직  가상 실에 출력하

는 모습을 설계  구 하 다.

2. 체감형 가상 실 컨트롤러

2.1 체감형 컨트롤러 제작

  컨트롤러는 편한 착용감과 실제감을 주기 해 장갑형으

로 개발하 다. 장갑형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직  착용하

고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틱, 버튼 형태의 컨트롤러보다 훨씬 실제

감이 느껴진다.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기 해 

그림 2와 같이 손가락마다 스 센서를 부착하 다. 손

가락에 부착한 스 센서를 통해 각각의 힘 정도를 

측정하고, 손목 부분에 자이로 센서를 부착해 손의 기울기

를 측정하 다. 후에 이들의 정보를 서버에 장하고 가상

실에 출력하도록 하 다[2].

(그림 2) 제작된 장갑형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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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상 실 내에서 컨트롤러 출력

  와 같이 컨트롤러를 제작한 후 Arduino를 이용하여 컨

트롤러를 착용하고 움직임을 측정해보았다. 그림 3은 

스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각 손가락과 손목의 구부림 정

도 값과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손 기울기 값에 

한 출력데이터와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출력 결과는 

손목과 손가락마다 각각 서버에 실시간으로 장된다[3].

(그림 3) Aduino 측정 모습  결과
  

  가상 실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임엔진인 

Unity 3D 엔진을 이용하 다. Unity 3D 엔진은 손쉽게 

PC  모바일에서 작동하는 가상 실 환경을 만들어주며 

SDK를 통해 쉽게 센서 데이터를 용할 수 있다. 본 연

구를 통해 제작한 가상 실 컨트롤러의 정확한 움직임을 

테스트하기 해 Unity 내에서 Cube Component를 이용

해 손 모양을 제작하 다. 가상의 손은 최 한 실과 유

사하게 움직이도록 설정하기 해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

를 각각 분리하여 제작하 다.

(그림 4) Unity 내의 손 모형

  Unity 엔진을 통해 손 모형을 제작하고 서버와 통신해 

컨트롤러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 인 손

가락의 치  기울임 정도 데이터를 가져와, 손에서 구

부러지는 부분인 손목과 각각의 손가락에 용하 다. 손

가락을 구성하는 컴포 트는 스 센서를 통해 가져오

는 데이터를 용하 으며, 손 체 모양에는 자이로 센서

를 통해 가져오는 데이터를 용하 다. 그림 5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컴포 트를 이동 혹은 기울이므로 컨트롤

러를 착용하고 움직일 때 가상 실 내의 손도 같은 방향

과 기울임 정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다[4].

(그림 5) 컨트롤러와 Unity 손 모형

  

  

3. 결론

  최근 IT 시장에서는 가상 실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

되고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한 HMD 디바이스도 함

께 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가상 실을 더욱 

실감 있게 즐기기 하여 HMD 디바이스의 컨트롤러가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재 상용화된 컨트롤러들은 서로 

간의 호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별 인 환경

설정을 사용자가 진행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 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상 실 환경에 

호환이 되며 착용이 편리한 장갑형 가상 실 컨트롤러를 

제작하 다. 한 이를 바탕으로 가상 실 내에서 손 모형

을 만들고 실과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내는지에 한 실

험을 진행하 다. 장갑형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직  착용

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스틱, 버튼형 컨트롤러보다 

더욱 실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그러

나, 센서 데이터를 가상 실에 달하는 과정의 딜 이가 

존재하여 3D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네트워크 통신에 

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송 딜 이를 최소화할 정이다. 

한 장갑에 부착되는 센서들을 최소화  경량화해 사용

자가 가볍게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체감형 가상 실 컨트롤러를 바탕으

로 추후 가상 실 컨텐츠를 즐기거나 몸이 불편한 사용자

들을 해 재활 치료를 목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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