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가상환경에서  

사용자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기술 

KIST 실감교류로보틱스연구센터 

 박정민 pjm@kist.re.kr  



목차 

현실-가상 통합 환경: 공존 현실(CR) 

 

현실-가상 통합 환경에서 인터랙션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공존현실공간에서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현실-가상 통합 환경에서 인터페이스 개발 현황 



현실-가상 통합 환경 : 공존현실(CR) 



용어 

CoUI (Co-existence User Interface/Interaction)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 users and computers 

User Interface(UI)  

  : Medium through which the communication between users and computers takes  place 

Interaction technique 
  : Method allowing a user to accomplish a task via the UI 

  : Include both h/w(input/output devices) and s/w components. 

3D Interaction  

  : HCI in which the user’s tasks are performed directly in a 3D spatial context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진화 

CUI 
Command line UI 

GUI 
Graphical UI 

CoUI 
Co-existence UI 

인체감응 
실감교류 
확장공간 



공존현실 공간에서 상호작용 기기 

 실감전달 

: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여 전달하는 방식 

 

Virtual Reality 

Human 

Energy 전달 

분자 단위의 material 전달 



 범용 기기  

가상현실 공간에서 상호작용 기기 (1/3) 

<Sensable사 Phantom> <CyberGlove사 CyberForce> <성균관대, flexible haptic display> 

<Leonar3Do> <Wii remote> <Christie사 Cave> <Novint사 Xio> <MetaMotion사  
Gypsy> 

 Tracking  

 Haptic display 



 특수 목적용 

<A*STAR, virtual tennis> 

<Racing seat simulator> <sniper game>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Surfboard interface> 

<INRIA, King-Kong Effect> 

가상현실 공간에서 상호작용 기기 (2/3) 



가상현실 공간에서 상호작용 기기 (3/3) 

손으로 제어하는 기기  

<Touché, Disney Research> <Color Glove, MIT> 

<MYO, Thalmic Lab> <Leap Motion> 



영화로 본 현실-가상환경 UI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아이언 맨, 2008> 

<게이머, 2009> <어벤저스, 2012> 



국내외 연구동향 (1/2) 

Encumbrance-free 
Telepresence System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ISMAR, 2011) 

Virtual character conference 
(EPFL, SIGGRAPH, 2011) 



국내외 연구동향 (2/2) 

Sixth Sense (MIT, SIGGRAPH Asia 2009) MirageTable(MS, ACM SIGCHI 2012) 

Holodesk (MS, CHI 2012) SpaceTop (MIT/MS, CHI 2013) 



3D 공간에서 인터랙션 기법  

Interaction  
in 3D 

Navigation 

Selection 
 &  

Manipulation  

System Control 

Object Translation 
 
Rotation  
 
Scaling 



3D 공간에서 인터랙션(조작) 

Manipulation 
Techniques 

Manipulators Touch-based 
Pseudo-
physical 

Pseudo-
Gravity 

Semantic 
Contraints 

Slide on 
surface 

Sketch-based 

Multitouch 

Triad Cursor 

Virtual 
Sphere 

ARCBALL 



VE manipulation 

techniques 

Exocentric 

metaphors 

World-in-miniature 

Automatic scaling 

Egocentric 

metaphors 

Virtual hand 

metaphors 

Classical virtual hand 

Go-Go 

Fast Go-Go 

Stretch Go-Go 

Indirect Stretching 

Virtual pointer 

metaphors 

Ray-casting 

Two-handed pointing 

Aperture 

Flashlight 

Image plane 

Fishing-reel 

Combined 

metaphors 

HOMER 

Scaled-World Grab 



공존현실 공간에서 인터랙션 



공존현실공간에서 상호작용기술 개발 현황 

 

상호작용을 위한 의도-반응 정합 기술  

 

3차원 평면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공간 정합 기술  



상호작용을 위한 의도-반응 정합 기술 

손 형상 입력 장치 및 인식 기술  



현실-가상공간 간 공간 정합 기술 

스크린   
좌표계 

 
 

1. 시점 불변 Stereoscopic Rendering 

2. 센서 Registration 
 

3. 사용자 시점 추정 

<3차원 평면 디스플레이를 통한 현실-가상환경 시스템 개념도 및 요소기술> 



현실-가상공간 간 공간 정합 기술 

1. 사용자 시각에 정합된 Stereoscopic 렌더링 

사용자 간 인지특성의 차

이로 인해  

사용자 피드백이 필수적 



현실-가상공간 간 공간 정합 기술 

2. 센서-디스플레이 좌표계 정합 



현실-가상공간 간 공간 정합 기술 

3. 사용자 시점 추정  

정면 얼굴 검지 눈 위치 깊이 추출 

Filtering Outp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