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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몰입 가상 실 환경에서 가상 객체들을 선택하고 조작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 객체를 빠르

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 실에서 객체 선택을 한 가장 알려진 근 방법은 Ray-casting 

방법이다. Ray-casting은 가상 실 환경에서 사용자의 손이나 시야 방향에서 직선으로 이동하는 가상의 

선을 발사하고, 이 가상의 선이 발사되는 과정에서 충돌되는 가상 객체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가상 객체들이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들이 선

택 될 수 있는 모호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겹쳐진 가상 

객체들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겹쳐진 객체들의 그룹을 먼  선택하게 

한 후에 이 겹쳐진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 인 연 계를 계산하고 이를 사용자의 시 에서 겹쳐지

지 않게 펼쳐서 시각화를 하는 Explosion-casting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의 평가를 해서 기존의 

Ray-casting 방법과 비교를 하 을 때, 겹쳐져 있는 가상 객체를 선택할 때 걸리는 속도와 정확도가 증가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중심어 :∣가상현실∣3차원 객체선택∣레이캐스팅∣겹쳐진 객체∣가상객체∣

Abstract

To interact with a virtual object in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the target object should be 

selected quickly and accurately. Conventional 3D ray casting method using a direction of user’s 

hand or head allows the user to select an object quickly. However, accuracy problem occurs 

when selecting an object using conventional methods among occlusion of objec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gion of interest based selection method that enables to select an object among 

occlusion of objects using a combination of gaze tracking and hand gesture recognition. When 

a user looks at a group of occlusion of objects, the proposed method recognizes user’s gaze input, 

and then region of interest is set by gaze input. If the user wants to select an object among them, 

the user gives an activation hand gesture. Then, the proposed system relocates and visualizes 

all objects on a virtual active window. The user can select an object by a selecting hand gesture. 

Our experiment verified that the user can select an object correctly and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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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몰입 가상 환경이란 컴퓨터상의 가상공간의 가상 객

체들과 인간의 다양한 감각들이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몰입 가상 환경을 제공해 

주는 Head Mounted Display (HMD) 디바이스들이 보

되고, 이러한 디바이스들에 따른 가상 실 도우, 가

상 실 기반의 3D CAD 시스템, 가상 실 기반의 3D 

블록 쌓기 게임들과 같은 다양한 애 리 이션들이 발

표 되면서 사용자가 몰입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상 객

체들과 빠르고 정확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몰입 가상 환경에서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하기 해

서는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려는 가상 객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 실에서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법은 Ray-casting

이라는 방법이 있다[1]. 이 방법은 사용자의 시 에서 

가상의 선분을 발사하여 이 선분에 들어오는 객체를 사

용자가 손동작이나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하는 방법으

로 가상의 객체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  때문에 몰입 가상 환경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겹쳐진 가상 객체들  원하는 객체를 사용자

가 선택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의 객체를 

한번의 Ray-casting으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의 선택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Ray-casting의 모호

성 문제가 발생한다[1][2]. 이를 해결하기 해서 다양

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선분을 발사하는 치를 2개

로 늘려서 사용자의 시선과 손에서 발사되는 선분들을 

일치시키는 방법[3], 선분에 겹쳐진 가상 객체들을 사용

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객체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객체

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4], 가려지는 가상 객체의 뒤

에 있는 객체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선분이 일직선

이 아니라 곡선이 되어서 휘어지는 방법이 있다[5]. 하

지만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시 에서 겹쳐지는 가상 객

체들의 수가 많은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

는데 실수를 많이 겪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심 역을 만들고 해당 

역에 들어오는 객체들의 정보를 다시 록시 형태로 

시각화를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이 제안 되었다[7-9]. 하지만 이러한 근 방법은 객체

들이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비슷하고 유사한 객체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래 선택하려고 하는 객체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몰입 가상 실에서 겹

쳐진 가상 객체들을 사용자가 공간감을 유지하면서 가

상 객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제안

한 방법은 사용자가 장착한 HMD 의 헤드트래킹을 통

해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야 

정면에 하나의 객체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

진 가상 객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원형의 커서를 제공

하고 이 원형의 커서에 들어온 가상객체들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사용

자가 보고 있는 원형 커서에 겹쳐진 가상 객체들이 들

어오게 되면, 이 범 에 들어온 가상객체들은 먼  자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연 계를 계산하게 된다. 

공간 인 연 계란 겹쳐져 있는 가상 객체들끼리 상

호간에 어떻게 연결 되어 있고, 어떤 상 인 치에 

존재하는 지를 의미한다. 이 공간 인 연 계에 기반

을 두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원래의 가상 객체들

이 공간 인 연 성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재배

치하여 펼쳐주는 시각화 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시

야에서 겹쳐진 가상 객체들이 모두 펼쳐져서 겹쳐지지 

않으면서도 공간감을 유지하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손을 사용하여 원하는 객체를 잡아서 선택할 

수 있다. 겹쳐진 가상 객체들의 수가 많거나 크기가 크

거나 혹은 작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한 겹쳐진 가상 

객체를 선택하는 원형 커서의 크기를 조 하여 선택하

고자 하는 객체의 범 를 조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상 실

에서 객체 선택을 한 연구 방법들에 해서 알아본

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가상 실 환경에서 겹쳐진 가상 

객체들에 한 펼침 시각화를 통한 객체 선택 방법에 

해서 논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을 사용하여 3D 객체들을 선택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

에 기존의 Ray-casting 방법과 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한계  향후 논의되어야 할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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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Ray-casting방법은 가상 객체를 선택하기 해서 사

용자의 시  등에서 가상의 선분을 발사하여 이 가상의 

선분이 가상의 각체와 충돌이 이루어지면 해당 가상 객

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써 가상 실 애

리 이션에서 사용자들이 3차원 가상 객체들과 상호작

용하기 해서 오랫동안 사용된 기술이다[1][2].

Ray-casting으로 가상 실 환경에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기 해서 사용자는 Wand 인터페이스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Ray의 방향을 조  하며, 가상 

객체가 선택이 된 다음에는 버튼을 클릭해서 객체를 선

택할 수 있다. 하지만 Ray-casting 을 사용하여 객체를 

선택하는 경우 3D 객체들이 여러 가상 객체들과 겹쳐 

있는 상황에서는 입력된 인터페이스의 인식률에 따라

서 ray가 떨리는 jitter 상 등에 의해서 사용자가 원하

는 객체가 잘 선택이 되지 않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Ray-casting에서 방

향과 치들을 조 하여 겹쳐져 있는 객체들의 선택 문

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제공 되었다. 사용자가 Ray

를 발사하는 인터페이스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가상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Wand Interface를 사용하는 

방법[6] 들  사용자의 손을 사용하는 방법 [9][10],  

사용자의 머리에서 발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1][2].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머리와 손에서 각각 Ray들

을 발사하여 Ray가 겹치는 경우에만 가상 객체를 선택

해주는 방법들이 제안 되었다[3].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

자의 양손에서 각각 Ray를 발사하여 겹치는 부분에 객

체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제안 되어 기존의 

Ray-casting에 비해서 겹쳐진 객체 선택에 한 성능 

하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었지만, 사용자가 2개 이

상의 감각기 을 사용하여 객체 선택하기 때문에 사용

자가 원하는 객체 선택을 해서 추가 인 학습  사

용자의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 이 존재한다.

Ray에 겹쳐진 가상 객체들을 사용자로부터 가장 가

까운 객체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객체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3], 가려지는 가상 객체의 뒤에 있는 객체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Ray가 일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어서 휘어지는 방법이 있다[5]. 하지만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시 에서 겹쳐지는 가상 객체들의 수가 많은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는데 실수를 많이 

겪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겹쳐진 객체들을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

른 방법으로 Ray 의 모양을 변경하는 것이다. 통 인 

ray는 선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만을 선택 가능 하

지만, ray를 cone 형태로 변경한다면 다수의 객체들을 

선택이 가능 하다[7]. Cone을 사용하여 다수의 객체들

이 선택이 되면,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들을 다

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 방법은 객체들이 재배치

되기 때문에 비슷하고 유사한 객체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래 선택하려고 하는 객체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III. 제안하는 방법

그림 1. 제안하는 겹쳐진 가상 객체 선택 방법 (A) 겹쳐져 있

는 가상 객체들 중 사용자가 선택할 객체를 선택 (B) 

선택된 객체들간의 기하학적인 연관관계를 계산 (C) 

기하학적인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폭발하듯이 펼쳐서 

시각화를 수행 (D) 선택된 객체에 대해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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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객체 선택 방법

은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

작 한다. HMD에서 제공하는 헤드 트 킹 정보를 활용

하여 사용자가 주시하고 있는 시 에 여러 객체를 선택

할 수 있는 원형의 역커서를 만들고, 이 원의 역에 

들어온 겹쳐져 있는 가상 객체들을 [그림 1(A)]와 같이 

선택한다. 이때 선택된 객체들은 [그림 1(B)]와 같이 객

체들의 기하학 인 연 계를 계산한다. 이때 겹쳐진 

가상 객체들의 심 을 계산한 뒤, 이 심 에서 가

상 객체들의 거리  방향 정보들을 계산하여 공간 인 

연 계로 장한다. 이후 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 1(C)]와 같이 겹쳐진 가상 객체들이 폭발 하듯이 

펼쳐져서 시각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제안하는 시스템

에서는 사용자의 시 에서 펼쳐지는 객체들이 겹쳐지

지 않도록 해주고 사용자가 선을 사용하여 가상 객체를 

잡아서 선택 할 수 있다. 이후 선택된 객체를 [그림 

1(D)]와 같이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객체 선

택에 한 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겹쳐진 객체 선택 프로세스

그림 3. 선택된 겹쳐진 객체들의 중심점을 찾는 과정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Explosion-cast를 사

용하여 겹쳐진 가상 객체들을 선택하는 경우에 심

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객

체들을 선택하면, 선택된 객체들의 심 인 Cp 를 계

산한다. 이를 계산하기 해서 수식 (1)에 나온 것과 같

이 객체들의 심 인 Co 와 객체를 선택하기 해 사

용한 구의 심인 Cs 에 한 내 을 수행하고 이 값에 

다시 사용자가 보는 시 의 심인 Cv 의 차이만큼 이

동하게 되면 선택된 객체들이 사용자에게 시각화될 

심 인 Cp를 구할 수 있다. 심 을 구하는 이유는 

explos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겹쳐져 있는 가상객체

들을 펼쳐서 시각화를 하는 경우 원래 겹쳐져 있던 가

상 객체들의 공간 인 연 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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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객체들과의 공간적인 관계성을 계산하고 시각화 하

는 과정

이후, 선택된 가상 객체들의 심 을 구한 다음에는 

이 심 을 기 으로 가상 객체들의 공간  연 계

들을 계산한다. 공간  연 계를 계산 할 때는 선택

된 가상 객체들의 심 에서 가장 가까운 객체를 선택

한 후에 심 과 이 가상 객체사이의 거리  방향을 

계산한다. 이다음에는 계산된 가상 객체와 가장 가까운 

객체를 선택하여 계산된 가상 객체와 새로운 객체간의 

연 계의 계산을 차례로 수행한다. [그림 4]는 이러한 

공간들의 연 계를 계산하는 이다. 선택된 가상 객

체들의 심  Cp 와 [그림 4]의 (A)에 해당하는 객체의 

심  Co1 간의 떨어진 거리와 방향을 계산한다. 다음 

단계로는 [그림 4]의 (B)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첫 번째 

객체 Co1 과 두 번째 객체 Co2 와 떨어진 거리  방향을 

계산한다. 이후에는 두 번째 객체 Co2 와 세 번째 객체 

Co3 의 떨어진 거리  방향을 계산한다. 이 게 객체들 

간의 거리와 방향 정보들을 포함하는 연 계가 만들

어지면, [그림 4(D)]와 같이 이 방향과 거리 비율을 유

지하면서 겹쳐져 있던 세 개의 객체들이 폭발하면서 펼

쳐지는 형태로 시각화가 가능하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선택 방법을 사용하

는 제이다. 의 그림은 사용자가 시야에 해당하는 

원을 사용하여 겹쳐진 가상 객체들을 선택하는 모습이

며, 아래의 그림은 선택된 가상 객체들의 공간  연

계들에 기반을 두어 폭발하면서 펼쳐지는 시각화를 

하는 모습이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하고

자 하는 록시를 상으로 가상 손으로 잡는 동작을 

통해서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5. 가상현실에서 겹쳐져 있는 가상 객체를 선택하는 장

면 (A) 원으로 만들어진 선택 영역으로 가상 객체 선

택 (B) 가상 객체들의 공간적인 연관성에의해 펼침 

시각화가 이루어진 장면

IV.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겹쳐져 있는 가상 객체들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평균 작업 시간  평균 

선택횟수를 정량 으로 평가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방법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해서 Raycasting 기반

의 방법[1]과 객체선택을 할 때 주변 객체들을 작은 미

니어쳐의 형태로 표 해서 선택하는 방법 (WIM)[3][9][10] 

과 비교 평가를 수행 하 다. 실험 환경  구체 인 태

스크들은 다음과 같다.

실험 환경 - 실험 환경은 LeapMotion 카메라를 장착

한 Oculus Rift DK2를 착용한 몰입 가상 실 환경에서 

이루어 졌고, 사용자들은 앉은 상태에서 객체 선택 실

험을 수행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의 성능은 인

텔 i5 4690 CPU, 16GB RAM  nVidia GTX 970 그래

픽 카드를 장착 하 다.

실험 참여자 – 20 에서 30 에 이르는 12명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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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4명의 여성 참여자들 포함)이 실험에 참가하 다. 

이들은 본 실험 에 HMD를 사용한 몰입 가상 실 환

경에 경험이 없는 자들로 선별 하 다. 본 실험에서는 

사용자들의 학습효과를 피하기 해서 세 그룹으로 나

었다.

실험 태스크 - 실험 태스크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총 

70여개의 겹쳐진 객체 들이 있는 몰입 가상 실에서 랜

덤으로 15개의 객체들을 선택하게 하 으며, 동일한 실

험을 각각 Ray-casting을 사용하여 선택하는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비교 하도록 하 다. 사용자가 한 객체를 선택

하게 되면 다음의 선택할 객체가 랜덤하게 나오게 되고 

한 객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객체 선택이 되지 

않고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선택 횟수가 증가하고 다시 

선택 태스크를 진행 하도록 하 으며, 한 객체를 올바

르게 선택하기에 이르는 시간을 측정 하 다. 이때 12

명의 실험 사용자들은 실험 과정에 한 학습 효과를 

피하기 해 다음의 [표 1]과 같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

뉘어서 겹쳐진 객체를 선택하는 순서들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진행 하 다.

실험 그룹 실험 순서

P1 Ray-casting->WIM->Our

P2 WIM->Our->Ray-casting

P3 Our->Ray-casting->WIM

표 1. 실험 그룹에 따른 실험 순서

그림 6. 본 논문에서 제안한 Explosion-Casting 을 사용하

여 실험을 하는 장면

그림 7. 실험 결과 (A) 선택시 발생한 평균 에러 (B) 평균 선

택 시간(초) (C) 평균 선택 시도 횟수

다음의 [그림 6]은 실험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객체를 선택하는 장면이다. 

실험 결과는 작업 수행 결과는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A)]에 따른 평균 에러 횟수 결과를 분석 하면, 

일반 인 Ray casting 방법의 경우 겹쳐진 가상 객체들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객체가 선택이 되지 않아 

다시 객체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에러횟수가 

가 되었다. 객체들을 작은 미니어처 형태로 표 하는 

방법의 경우 Ray-casting 방법 보다는 실수가 작게 나

왔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객체들 간의 공간 인 연

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시 객체를 선택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객체 

선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평균 선택 에러가 14% 가

량 나와서 다른 두 개의 방법 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간 인 연 계에 의해서 가상 

객체들을 시각화 하는 것이 겹쳐져 있는 가상 객체를 

선택 할 때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7(B)]의 평

균 선택 횟수 역시 이러한 에러 횟수에 향을 받아서 

Ray-casting 방법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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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방법이 가장 낮은 횟수를 보여 다. 원하는 객

체를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그림 7(C)]에서 같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객체

를 선택 할 수 있다. 

[표 2]는 실험 결과에 한 ANOVA 테스트 결과를 

보여 다. 결과에 따르면 실험 평가에 사용된 평균 에

러 횟수, 평균 선택 시간, 한 객체를 선택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도들이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표

에 나온 용어들  MSw 는 제곱 평균 제곱근, F는 그룹

들에 한 분산, SD는 표 편차, P는 ANOVA 계산 확

률을 의미하고, P가 a보다 작으면 통계 으로 유의미함

을 의미한다.

Condition
ANOVA's 

Results(� =0.05)
Mean & SD results

평균 에러 

횟수

F = 169.27,

P = 5.95E-20, 

MSw =3254.31

Ray-casting (M =43.57, SD = 

31.03),

WIM-based (M = 31.5, SD = 

17.8)

Our(M = 13.28, SD = 8.84)

평균 선택 

시간

F = 41.889,

P = 1.94E-10, 

MSw = 49.88

Ray-casting (M = 6.2, SD = 

1.38),

WIM-based (M = 3.74, SD = 

1.3 ),

Our (M = 2.5, SD = 0.898 )

평균 시도 

횟수

F = 28.51,

P = 2.34E-08, 

MSw = 18.38

Ray-casting (M = 3.57, SD = 

1.03),

WIM-based (M = 2.29, SD = 

0.68 ),

Our (M = 1.28, SD = 0.2 )

표 2. ANOVA 실험 결과

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몰입 가상 실 환경에서 겹쳐져 있는 

가상 객체들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빠르고 정

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객체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제

안된 방법은 겹쳐져 있는 가상 객체들의 공간 인 연

계를 계산하여 사용자의 시야에서 겹쳐지지 않으면

서도 공간 인 연 계를 유지하도록 폭발 하듯이 펼

쳐져서 시각화하고 사용자가 손으로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Ray-casting 방법이나 공간 인 연 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상 객체들을 배치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

법들과 비교해서 빠른 선택 시간  낮은 에러 횟수를 

제공한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로는 CAD와 같이 하나의 큰 객체가 많은 

수들의 작은 객체들의 조립으로 구성되고, 이 작은 객

체들이 겹쳐져 있는 환경에서 원하는 가상 객체들을 쉽

게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 사용

자가 객체를 선택한 후에 거기에 알맞은 객체 조작 방

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

된 방법을 증강 실 환경에도 용하여 다양한 애 리

이션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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