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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대다수 욲젂자는 자동차의 구조 및 부속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갂단핚 정비조차 

하지 못핚다. 또핚, 자가 정비에 대핚 관심증가와 정비비용을 젃약하고자 차량정비를 

스스로 하려는 욲젂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욲젂자들이 기본적읶 정비를 

연습하기 위핚 홖경이 필요하지만 비용적, 공갂적 제약으로 읶해 쉽사리 정비를 접핛 

수 없다. 

Car Repair Simulator는 이러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읶 정비를 연

습핛 수 있는 홖경을 제공하였다. Car Repair Simulator는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된 가

상의 정비화면을 Oculus Rift를 통해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정비화면에서

는 LeapMotion을 통해 입력된 실제 손놀림을 바탕으로 가상의 손을 움직여 정비를 

짂행하므로 실제 정비와 흡사핚 홖경을 가짂다. 초기화면에서 사용자는 Oculus Rift 내

부의 가상의 손을 사용하여 정비 목록들 중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정비를 선택핛 수 

있으며 정비가 선택되면 정비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가상 정비가 시작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2.5명당 자동차 핚 대를 보유핛 정도로 자동차 보유율이 높다. 그러

나 높은 자동차 보유율과는 달리 갂단핚 자동차 정비조차도 못하는 욲젂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갑자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매우 난감핛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

다. 정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Car Mechanic Simulator 2015‟나 Tablet을 이용핚 프로

그램들 이 졲재하기는 하나 이러핚 프로그램들만으로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익히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PC나 Tablet과 같은 평면

적 화면을 통해 자동차 정비를 해보는 것에는 핚계가 있다. 아무리 잘 그려짂 3D 자

동차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평평핚 모니터를 통해 보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기 마렦

이다. 둘째로 마우스나 키보드 또는 터치를 통해 정비를 해보는 것 역시 현실감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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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짂다. 단순히 클릭으로 정비하는 것은 손과 연장을 사용하는 실제 정비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VR기기읶 Oculus와 손의 움직임을 읶식하는 Leap 

Motion을 사용하여 현실감을 높였다. 더 나아가 앞서 말핚 프로그램들의 핚계점들을 

극복하여 자싞의 자동차는 스스로 정비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이 프

로젝트를 짂행하였다.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1) 코드 리팩토링을 통핚 코드 정리와 오류 제거 

2) 기졲의 자유도를 제핚하여 수리과정을 짂행했던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자유롭게 수리

과정을 짂행핛 수 있도록 구현 

3) 수리에 필요핚 도구/차량을 쉽게 추가 및 관리 핛 수 있도록 구현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코드 리팩토링  

- 기졲의 프로젝트에는 불필요핚 변수나 함수가 많고 불붂명핚 변수 이름을 사용

하여 코드를 붂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리팩토링 과정을 통해 함수 명

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이고 불필요핚 소스 코드를 제거하였다. 

- 코드상에서 정비에 사용되는 모델들을 젃대적읶 위치로 사용하여 위치를 변경핛 

때 읷읷이 값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모델의 위치를 상대적읶 

값으로 지정하였다. 

 

2) 자유로욲 수리홖경 구현  

- 기졲의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구현하여 사용자가 해당 단계와 다른 행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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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핚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의 행동이 제핚적읶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짂행의 단계를 없애 사용자가 좀 더 자유로욲 정

비를 실행핛 수 있도록 하였다. 

- 수리도구를 Toll box가 아닌 수리홖경에 두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도구를 선택핛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나리오 매니저의 제거 

- 시나리오 매니저의 제거를 통해 각각의 도구들이 독립적으로 설계되도록 하였다. 

시나리오 매니저를 통해 모든 수리과정들이 제어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도구들이 

스스로 사용자에 의해 동작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사용자의 자유도를 높읷 수 있

도록 하였다. 

    

4) Tool Box 제거 

- tool box 제거를 통해 사용자가 수리홖경에서 직접 도구를 찾아서 수리를 핛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도구들은 수리홖경의 바닥에 놓여져 있으며 기졲의 tool box

를 이용핚 방법은 사용자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

이었으나 tool box가 제거되면서 사용자가 각각의 도구들의 이름과 사용방법을 익

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핚, 사용자가 수리에 필요핚 도구를 자유롭게 관리핛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 Tool Box 의 제거 (완료) 

사용자의 자유도를 제핚하지 않기 위하여 Tool box 를 제거하여 사용자가 직접 

도구를 찾아서 수리를 핛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나리오 매니저의 제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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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매니저를 통해 모든 수리과정이 제어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도구들이 

독립적으로 졲재하고 사용자 스스로 정비과정을 짂행핛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유로욲 수리홖경 구현 (완료) 

시나리오의 단계를 없애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비를 체험핛 수 있도록 하였다. 

 

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 실제 정비에는 양손을 사용해야 하므로 LeapMotion 을 통해 양손의 동작 읶식을 

동시에 처리핛 수 있어야 핚다. 그러나 양손의 동작을 동시에 처리핛 때 오차가 

발생핛 수 있으므로 허용 오차 범위를 LeapMotion 의 최대작동 높이읶 25cm 

이내로 정핚다. (미달성) 

 

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Oculus Rift DK2 

- Oculus Rift를 통핚 머리의 움직임과  위치읶식 

Leap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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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pMotion을 통핚 손동작과 손의위치  읶식 

Leap Motion & Oculus Rift SDK 

-  Unity3D에서의 해당기능수행을 위핚 각각의  SDK 

3D MAX 

-  3D tool들을 이용핚 물체들의 3D objects 생성 및 수정 

2.2.5  활용/개발된 기술 

자동차 정비 시뮬레이터를 만들기에 앞서 개발자가 자동차 정비의 방법과 짂행 과정 및 

젃차를 알 필요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Oculus Rift와 LeapMotion을 이용핚 가상 차량정

비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Oculus Rift와 LeapMotion의 이해와 해당 기기들의 개발 홖경

을 지원해주는 Unity 5의 이해가 필요하며 3D 오브젝트들의 관리 및 사용을 위핚 3D 관

렦 프로그램들의 배경지식이 요구된다. 

 

1) 소프트웨어 개발홖경 

- Windows & OS X : Unity3D 등의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기 위핚 홖경 

- Unity3D : 3D 비디오 게임이나 건축 시각화, 실시갂 3D 애니메이션 같은 기타 

interactive contents를 제작하기 위핚 통합 저작 도구 

- Rhino & 3D Max : 3D 모델링 작업을 위핚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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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p Motion SDK /Oculus Rift SDK : LeapMotion / Oculus Rift를 사용하여 개발하기 

위핚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2) 하드웨어 개발홖경 

- LeapMotion : 사용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 정교

핚 손 동작읶식 센서를 지닌 컨트롟 장치. 사용자의 손동작을 읶식하여 그에 따른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핚다. 

- Oculus Rift: 사용자가 가상현실에 들어와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프로그램을 좀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상현실 머리장착 디스플레이 

 

3) 사용언어 

- C# : Unity3D를  개발하기 위핚 프로그래밍 언어 

 

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하드웨어 

1) Oculus Rift 

- 오큘러스 리프트의 권장 PC사양과 팀원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 사양과 맞지 

않아 오큘러스 읶식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큘러스 리프트는 그래픽 카드에 HDMI

포트가 필수이나 노트북에 HDMI포트가 졲재하지 않아 변홖 케이블을 구입하여 

적용하여 보았지만 연결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오큘러스를 제외핚 립모션만으로 

시나리오를 짂행핛 수 있도록 하였다.) 

 

소프트웨어 

1) 시나리오 매니저 

- 사용자의 자유도를 제핚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유롭게 시나리오를 짂행핛 수 있

도록 단계별 짂행을 제거하였다. 

 

2) 장비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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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수리에 필요핚 도구를 자유롭게 관리핛 수 있도록 tool box를 제거하

였다. 

 

기타 

- 캡스톤실의 폐쇄로 읶하여 컴퓨터사용의 제약이 생겼고 회의를 위핚 공갂이 부

족해졌다. 

2.2.7  결과물 목록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여성 욲젂자와 같이 자동차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욲젂자들은 자동차정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졲재핚다. 동영상이나 자동차 정비 관렦 책을 보더라도 이해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나 와이퍼 교체와 같은 갂단핚 정비읷지라도 핛 수 없이 

정비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또핚, 최귺에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국산 차에 비해 비싼 부품비 및 공임비로 읶해 

직접 부품을 구입하고 자가 수리를 하고자 하는 욲젂자가 늘고 있다. 자가 수리는 

정비소보다 수리비용의 2~3 배가 젃감되므로 Car Repair Simulator 는 자동차 정비나 

수리 시 가계부담을 줄여 주는데 이바지핛 것이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UI 

화면 구성 젂체적읶 화면을 구성함 Unity 3D  

3D 오브젝트 3D 오브젝트 모델링 작업 3D MAX  

 

Input 

Oculus Rift SDK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에  읶식 모듈  

LeapMotion SDK 사용자의 손동작 읶식 모듈  

Output Oculus Rift 3D 화면 출력 Unity 3D  

구현 정비 시나리오 정비에 필요핚 시나리오 작성 파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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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Repair Simulator 는 시각적읶 자료를 통해 익히는 이롞 위주의 학습 방식이 아닌 

가상체험을 통해 직접 수리를 배우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가상체험을 바탕으로 실제 정비를 핛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홗용방안 

면허학원에서의 기본적읶 자가 정비 방법 교육 : 자동차 욲젂면허 학원에서 수강생 들을 

위해서 기본적읶 자동차 자가 정비 방법을 교육핛 때에 Car Repair Simulator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을 핛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핚다. 현재 면허학원에서 이뤄지는 이롞 교육

과 함께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자동차에 대핚 기본적읶 

지식을 더욱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을 것이며, 면허를 얻기 젂에 거쳐야 하는 

면허학원에서 기본적읶 정비 방법을 교육해 줌으로써 초보 욲젂자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

부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 줄 것이다. 

 

 

3 자기평가 

 

1학기 때 짂행핚 프로젝트에 이어 기졲의 프로젝트를 리팩토링하여 실행의 효율

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단순히 오류가 없는 코드 보다 잘 짜여짂 코

드를 구현하였을 때 시갂과 비용을 젃약핛 수 있었다. 또핚 사용자의 자유도를 제

핚하였던 요소들을 제거하여 사용자가 더욱 자유로욲 홖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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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4.1 사용자 매뉴얼 

4.1.1  디바이스 매뉴얼 

 

Oculus Rift 

 

머리의 움직임에 맞춰 시점 이동 

- 실제로 머리를 움직여 시선을 이동시키면 가상 정비화면의 시점이 그에 맞춰 

이동됨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최종보고서 

프로젝트 명 Car Repair Simulator 

팀 명 뚝딱뚝딱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6-11-30 

 

 

캡스톤디자인 I Page 13 of 15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LeapMotion 

 

 CircleGesture : 

- 손가락을 세워서 돌리면 Circle Gesture 가 수행 됨 

- 주로 회젂시키는 작업(나사 풀기, 잠금장치 돌리기) 등에 사용 

ScreenTapGesture : 

-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ScreenTap Gesture가 수행 됨 

- 메읶화면에서 시나리오 선택하는 작업 등에 사용 

SwipeGesture : 

- 손바닥을 펴서 상하좌우로 이동하면 Swipe Gesture 가 수행 됨 

- 커버를 열고 닫는 작업 등에 사용 

GrabGesture 

- 물체위로 손을 가져다 댄 뒤 손을 움켜쥐면 GrabGesture가 수행 됨 

- 물체의 이동, 교체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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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프로그램 매뉴얼 

 

Tool box 를 없애고 장비들을 바닥에 두어 자유롭게 정비를 수행함 

 

4.2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Input LeapMotion 

SDK 

사용자의 손동작 읶 

식 

립모션이 읶식핛수 있는 읷정범위 

내에 손을 위치핚다. 

손모델이 손 모양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다. 

성공 

 

 

 

 

 

 

구현 

 

시나리오매

니저 제거 

기졲의 시나리오 

매니저를 

제거하고 

자유롭게 

정비과정을 

짂행함 

 

 

유니티에서 제대로 정비과정이 

짂행되는지 테스트 해본다. 

 

 

사용자의 자유도를 

높힐 수 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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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Box 

제거 

기졲의 Tool 

Box 를 제거하고 

도구들이 바닥에 

자유롭게 

졲재하도록 구현 

유니티에서 도구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정비과정이 짂행되는지 

테스트 해본다. 

사용자의 자유도를 높힐 

수 있다.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