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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몰입 가상현실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가상객체들을 선택하여 목표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
자가 원하는 가상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시야에서 가상의 선분을 발사하여 그 선분과 
객체가 일치되었을 때 객체를 선택하게 하는 Ray-Casting이나 여러 객체들을 동시에 선택해서 원하는 객체
를 선택하는 Cone-Casting 기반의 객체선택 방법들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CAD에서 사용되는 가상객체들
은 그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작은 객체들로 구성되고 결합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시야에서 원하는 객체를 
기존 방법들로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가 아니라 다른 객체가 선택되는 모호성 문제가 발생하여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며, 그룹으로 객체를 선택하더라도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결국 가상객체들의 위치 및 구조 등을 변경해야 하는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객체가 여러 작은 세부적인 가상객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연관 관계
를 계산하고 이 연관 관계에 따라서 세부적인 가상객체들을 펼치거나 줄여서 사용자가 선택을 원하는 객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Adaptive-Casting 선택 방법
과 기존의 Ray-Casting 과 Cone-Casting 방법들과 성능비교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할 때 걸리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정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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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immersive virtual reality environment, we can select and manipulate various virtual objects. in 
order to select a virtual object, we generally use Ray-casting method that fires a virtual line in user’s 
view and selects an object when the line and the object match, or Cone-casting method that is widely 
used to select multiple objects at the same time. However, since the virtual objects used in CAD are 
composed of small and complex objects in detail, when selecting an object in the user’s view by 
existing methods, there occurs a ambiguity problem that needs additional realignment operation even 
though an object is selected as a group. in this paper, even if a virtual object is composed of several 
small virtual objects, it calculates the spatial and logical relationship among objects and expands or 
shrinks desired objects, so that the user can quickly and accurately select a desired object. in order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 performance comparison were performed using Our and Ray-Casting 
and Cone-Casting method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the fastest 
speed and the highest accuracy when selecting the desired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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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상현실이란 컴퓨터상의 그래픽스로 표현된 가상의 
공간 속에 가상 객체들로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Head 
Mounted Display(HMD) 하드웨어의 대중화로 사용자
들은 이러한 가상현실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더욱 쉽게 체험할 수 있다. 가상현실 환경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실험을 할 수 있다. 주로 CAD 제
품과 같이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는 엔진, 자동차, 기계 
부품과 같은 물리적 실체와 똑같은 제품을 사용자가 적
용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물리적 변화를 예측하여 
디지털 정보화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실제 부품을 조작
할 때, 디지털 정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통한 결과를 보여준다[1-4]. 

가상현실 환경에서 사용자는 이러한 객체들을 레이 캐
스팅 기반의 객체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객체를 
선택한 뒤, 객체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크기를 조작하고, 
이에 따른 실제 객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시뮬
레이션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가상현실 환경에서 디
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진 가상객체의 특징은 한 개의 객
체 내에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 가지의 작은 객체
들이 복잡한 형태로 결합 되어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
러한 가상객체들 중 자신이 들이 공간적이고 논리적인 
연관 관계들로 결합 되어 있고 객체들 간에 서로 겹쳐져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할 때, 다른 
객체가 선택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5-7].

레이캐스팅에서 객체 선택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이 캐스팅 방법을 확장하여 사용자가 객체를 
선택할 때, 선분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뿔 영역을 발
사하여 이 영역에 들어오는 객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콘 
캐스팅기반의 객체 선택 방법들이 제안되었다[8-10].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데 들어온 
객체들을 시스템에서 다시 재배열 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주고, 사용자는 재배열된 객체들 중에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객체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하지
만 3D CAD 구성을 따르는 가상 객체들의 경우에는 가
상 객체 내부에 작고 많은 세부 객체들의 결합으로 구성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상 객체들을 선택하는 선택 영

역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는데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 또한, 기존의 방법들
은 선택 범위에 들어온 가상 객체들을 재배열 할 때, 가
상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연관 관계 및 논리적
인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펼치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조적인 정보를 인지하면서 객체를 선택하고 조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가상현실 환경에서 사용
자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객체들에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할 때, 객체들이 가지는 구조정보 및 이들의 논리적
인 연관관계를 계산하여 객체들을 펼쳐주는 과정을 단계
를 나누거나 결합되어 있는 객체들이 가장 잘 펼쳐질 수 
있는 축을 정하여 축을 기준으로 펼침을 결정하는 적응
형 캐스팅을 사용한 객체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사용자
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 초창기 가상현실 환
경에서부터 현재의 가상현실 환경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가상의 객체를 선택하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사용자가 현
실 세계에서 손을 사용하면, 이 정보가 가상현실 세계의 
손으로 변경이 되어서, 실제 객체를 잡는 것과 같이 객체
를 선택할 수 있다[1].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현실 세계
에서 사용자의 손의 정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가상현실 환경에서 사용자가 선택하고 조작하는 
객체들의 수가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객체 조작하기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 객체를 
쉽고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으로 레이 캐스팅이라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사용자의 
시점 혹은 사용자가 조작하는 가상 커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상의 선분을 발사한다. 그 후 이 선분
과 가상의 객체가 만나게 되면 그 객체를 사용자가 선택
하도록 해준다[2]. 이러한 레이 캐스팅 방법을 사용한 객
체 조작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에 비교하여 사용자가 사
용하기에 직관적이고 쉬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
이션들에 쉽게 적용되고,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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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터페이스에서부터 Wand나 깊이 카메라 같은 최신
의 가상현실 인터페이스들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널리 사용되었다[3][4].

하지만 사용자가 가상 객체를 선택할 때, 선택 가능한 
가상 객체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공간적으로 겹쳐져 있
는 경우에는 레이 캐스팅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실수 및 입력 디바이스의 인식률에 따른 오류 등으로 사
용자가 원하는 객체가 아니라 다른 객체가 선택되어 사
용자가 다시 객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모호성 문제가 발
생한다[7].

이렇게 겹쳐져 있는 객체들 중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
를 좀더 효율적으로 선택해 주는 방법으로 선분으로만 
사용하던 레이를 변경하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레이를 원뿔 형태로 변경을 하여, 해당 영역에 들어온 객
체들을 시스템에서 재구성하여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콘 캐스팅 방법
이 제안되었다[12-14].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객체들의 정보가 시스템에서 
랜덤하게 수정을 하므로 가상 객체가 세부적인 객체들로 
구성된 경우에 객체들에 대한 공간적인 정보를 보지 못
하고 선택을 하므로 선택을 하는데 에러가 발생하고 선
택 시간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III. 제안하는 방법

  

그림 1. 자동차 엔진의 3차원 모델

그림 2. 자동차 엔진의 3개의 단계별 펼침 시각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객체들의 공간 및 논리적인 
연관 관계에 따른 펼침 시각화 기반의 객체 선택 방법을 
사용할 때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부속 간의 상호의존성
이 높고 논리적 공간적 관계성이 두드러지는 자동차 엔
진의 3차원 모델을 사용한다. 이러한 복잡한 기계 부품
들은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는 Base Model, Base 
Model을 이루는 부분집합인 Sub Base Model, Sub 
Base Model의 부분집합이며 가장 미세한 부속에 해당
하는 Feature들로 정의를 할 수 있다[15]. 사용자가 가
상의 부속인 Feature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그림 
2(A)]에 나온 자동차 엔진의 Base Model들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베이스 모델들끼
리의 분할을 먼저 해준다. 그 후에 [그림 2(B)]와 같이 
Base Model안의 Sub Base Model간의 공간적 관계성
을 계산한다. 계산된 관계성을 바탕으로 분할을 한다. 마
지막으로 [그림 2(C)]의 과정으로써 사용자가 Sub Base 
Model에 붙어 있는 Feature들의 선택을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다시 분리를 시켜주는 방식으
로 진행을 해준다. 이렇게 사용자가 총 3개의 단계로 나
누어서 원하는 가상의 Feature들에 대한 공간적인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연관 관계에 따라서 
Feature들을 펼치는 시각화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객체들이 3개의 단계로 
나누어져서 최종적으로 말단 부속인 Feature들에 대한 
시각화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가 객체들의 물리적인 결
합의 연관 관계에 따라서 객체의 쉽고 빠른 선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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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객체 선택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본 시스템의 객체 선택 프로세스
  

그림 4. 선택된 Model의 Feature들 간의 공간적 관계성을 찾는 
과정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
나의 Sub Base Model을 구성하는 Feature들 간의 공
간적인 관계성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사용자
가 펼치고 싶은 Sub Base Model을 선택하면, 선택된 
영역의 중심점인 Cp를 [수식(1)]을 활용하여서 Feature 
들의 중심점인 Cp를 계산한다. Cp를 계산하는 이유는 
각 Feature 들 간의 펼침 시각화를 진행할 때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선택된 Feature들의 중심점인 Cp를 구한 다음
에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Feature들의 공간적 연관관
계들을 계산한다. 관계성의 계산은 Feature들 간의 최단
거리를 이은 직선들의 집합으로써 정의한다. 가장 먼저, 
계산 된 Cp에서 가장 가까운 Feature 사이의 방향과 거
리를 계산하고 관계성을 만들어 준 후, 계산된 Feature
와 가장 가까운 Feature의 방향과 거리를 바탕으로 연
속적으로 관계성을 만들어준다. [그림 4]는 이러한 논리
구조로 전개되는 Feature들의 관계성 계산의 한 예이다. 
[그림 4(A)]를 보면 Cp에서 가장 가까운 초기 Feature
로써 C2가 선택되었고, 그 후에 C2에서 가장 가까운 
Feature로 C1이 선택되었다. 이렇게 모든 공간적인 관
계성을 구축하고 나서는 [그림 4(B)]와 같이 Feature들 
간의 거리를 사용자에게 알맞게 펼치는 과정으로 시각화
가 가능하다.

그림 5. 가상현실에서 겹쳐져 있는 Feature들을 펼침 시각화하
는 장면 (A) Feature들 간의 시각화 이전 (B) Feature
들 간의 펼침 시각화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실 사용예제
이다. 사용자는 시선 또는 컨트롤러로써 관심영역에 대
해서 지칭을 하면, 해당되는 Feature들을 포함하는 Sub 
Base Model이 선택이 된다. 그 후에 Feature들 간의 
공간적 연관관계를 계산한다. 중심점인 Cp를 계산하고, 
초기 Feature로부터 모든 Feature의 공간적 연관성을 
파악한 후에 사용자의 시점에 맞게 시각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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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험을 위해 주어진 
Feature를 올바르게 선택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총 선택 
횟수, 총 2개의 지표를 평가하였다. 몰입 가상현실 환경
에서 가상의 광선을 쏘아, Feature(가상객체)와 광선이 
일치될 시에 Hit 처리를 하는 Ray-cast 기반의 방법[1]
과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여 원뿔형의 Cone 형태로 
Feature들을 탐지하고 그 객체들 간의 공간적인 관계성
을 계산한 후에 Feature들을 폭발하듯 펼치고, 이후 사
용자의 시점에서 Feature 선택을 진행하는 Cone-cast 
기반의 방법[12-14]과 축을 기준으로 한 펼침과 2개의 
공간적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펼침을 포함하는 3개의 
Layer로 분리되어서 Feature의 선택을 진행하는 본 논
문의 방식을 비교 평가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우수성을 비교분석 한다. 실험의 태스크와 환
경을 다음과 같다. 

실험 환경 – LeapMotion 카메라를 장착한 Oculus 
rift CV1를 착용한 몰입 가상현실 환경에서 이루어 졌
고, 피 실험자들은 제자리에 앉거나 필요시 몸을 움직이
는 상태에서 Feature들을 선택한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
터의 성능은 인텔 i7-8750H CPU, 16GB RAM, 
GeForce GTX 1060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였다. 

실험 참여자 – 20~30대 10명의 피실험자들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세 개의 방법들을 교차적으로 실험하여 
학습효과를 피할 수 있도록 세 개의 그룹을 만들고 여기
에 편성을 하였다. 

실험 태스크 – 앞서 살펴본 2 가지의 평가 지표를 측
정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에게 랜덤하게 10개의 Feature
들을 제시해주고 해당 Feature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각
각의 동일한 실험을 Ray-cast, Cone-cast, 본 시스템 
기반으로 진행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사용자가 현재 선
택해야할 Feature를 확인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다음 Feature가 랜덤하게 등장한다. 잘못된 선택을 할 
시에는 다음 Feature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Feature를 올바르게 선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선택
횟수를 측정하였다. [표 1]을 보면 실험을 하는 가운데 
학습효과를 피하기위해서 10명의 피실험자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그룹 실험 순서
P1 Ray-cast -> Cone-cast -> Our

P2 Cone-cast -> Our -> Ray-cast

P3 Our -> Ray-cast -> Cone-cast

표 1. 실험 그룹에 따른 실험 순서

다음의 [그림 6]은 실험에 참여한 남성 피 실험자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Feature를 선택하는 장면이
다. 실험 결과는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A)]에 
따른 평균 작업 시간을 분석하면 일반적인 Ray-cast 방
법의 경우, 겹쳐진 엔진의 Feature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서 선택의 모호성 문제가 발생해 원하는 객체가 선택이 
되지 않아 다시 객체를 재 선택하거나, Feature들 간의 
포함관계로 아예 표면적으로 객체가 보이지 않는 문제까
지 발생하였다. 구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폭발 하듯이 
Feature들을 펼쳐주는 Cone-cast 방식의 경우 
Ray-cast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중
심점 기준으로 펼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간적인 관계성
을 유지하려하나 너무 많은 부속이 겹치게 되면 관계성
을 잃게 되는 단점 때문에 사용자가 부속의 위치를 재대
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객체 선택 방
법을 사용하는 경우 평균적인 선택시간이 다른 두 가지 
방식에 비해 2배가량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복잡하고, 공간적인 관계성에 민감한 부품들 간의 시각
화에서 가장 손쉽고, 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7(B)]의 평균 선택 횟수 역시 앞서 지적한 단점의 영향을 
받아서 Ray-cast가 가장 나쁜 성능을 보였고,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은 가장 적은 선택횟수를 보여준다.

그림 6.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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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 개의 객체 선택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 정보 (A) 객체
들에 대한 평균 선택 시간(초) (B) 객체들에 대한 평균 
선택 시도 횟수

[표 2]는 본 실험에서 각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실험 
데이터이다. 선택과정에서 너무 많은 선택을 하거나, 
Target이 보이지 않는 경우의 선택 횟수는 10회로, 선
택 시간은 60초로 보정하였다. Ray cast 방법은 
Feature들이 보이지 않거나, 선택이 모호하고 오래 걸리
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표 2]의 (A)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면 선택횟수와 실행시간이 다른 방법에 비해 현저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ne cast의 경우에는 Ray 
cast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부속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성이 깨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B) 번 테이
블의 데이터를 보면 일부 부속에 대해서 선택의 모호성 
문제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Adaptive cast의 경우 
(C)번 테이블을 보면 선택 횟수와 수행시간 측면에서 가
장 좋은 성능을 확인했다.

표 2. 10번의 Task에 대한 실험데이터
     ((A) Ray cast, (B) Cone cast, (C) Adaptive cast)

Trial Number of Trial Working Time
1 3 11
2 2 20
3 10 60
4 10 60
5 4 22
6 10 60
7 10 60
8 10 60
9 10 60
10 1 4

Trial Number of Trial Working Time
1 5 31
2 2 25
3 2 48
4 5 44
5 1 10
6 1 20
7 3 73
8 1 12
9 2 15
10 2 5

Trial Number of Trial Working Time
1 1 21
2 1 10
3 1 15
4 1 15
5 1 14
6 1 29
7 1 10
8 1 3
9 1 26
10 1 5

[표 3]는 실험 결과에 대한 ANOVA 테스트 결과를 보
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Adaptive Casting을 사용
하는 것이 다른 선택 방법들에 대해서 원하는 객체를 선
택하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에러 가 발생하여 다시 선택
을 시도하는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 나온 용어들 중, MSw는 제곱 평
균 제곱근, F는 그룹들에 대한 분산, SD는 표준편차, P
는 ANOVA 계산 확률을 의미하고, P가 0.05 보다 작으
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표 3. ANOVA 실험 결과

Condition ANOVA's 
Results(𝛼=0.05) Mean & SD results

선택 시간
F = 73.77,
P = 9.74E-76,
MSw = 9.608 

Ray-casting (M = 6.7, SD = 15.94),
Cone-casting (M = 3.7, SD = 11.98),
Our (M = 1.39, SD = 0.88)

시도 횟수
F = 6.681,
P = 0.00145, 
MSw = 966.98

Ray-casting (M = 42.45, SD = 769.32),
Cone-casting (M = 37.27, SD = 795.04),
Our (M = 26.68, SD = 1336.58)

  

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몰입 가상현실 환경에서 겹쳐져 있는 
가상의 엔진부속인 Feature들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빠르면서도 정확히 선택할 수 있는 객체 선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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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방법들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던 복잡한 부속들의 공간적인 관계성까지 유지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객체선택방식을 제안하였고, 실험결과 
Ray-cast과와 Cone-cast 방법과 비교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복잡
도 및 중첩 구조를 가지는 기계 부품 및 구조들에 대해서 
최적의 레벨을 설정하는 방법 및 효율적인 객체 선택 방
법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바탕으로 현재 산업현장 또는 의료분야에서 활발히 적용
되고 있는 가상현실 기반의 시뮬레이션, 훈련 프로그램
의 시각화 과정과 객체조작에 본 논문의 시스템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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