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RUN
탐구자들

팀장: 오윤태 팀원: 김희태, 박두진, 박지윤, 박진아, 파이살



프로젝트 목표

직접 원하는 장소나 활동 등의 VR영상을 시청하며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웹캠을
설치해
사이클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받
아온다.

오큘러스에 360도
영상 삽입 및 재생.

실현 기술



1차 중간평가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운동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이진화 및 특정 영

역 추출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기본 기능 구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자
인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디자인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
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

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Youtube 360도 동영상 다운

로드
• 다운로드 된 360도 영상을

ogg파일로 변환
• HUD제작 및 구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및 쿼리
문 작성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테이블

작성
• 테이블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

해줄 쿼리문 작성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
템 통합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2차 중간평가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이진화 및 특정 영역 추출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칭 기본 기능 구

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Oculus rift dk1을 통한 360도 영상 재생
• GUI 제작
• 360도 영상 제작
• HUD제작 및 구현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2차 중간평가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이진화 및 특정 영역 추출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칭 기본 기능 구

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Youtube 360도 동영상 다운로드
• 다운로드 된 360도 영상을 ogg파일로 변환
• HUD제작 및 구현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웹캠을
설치해
사이클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받아온
다.



개발 배경

사이클에서 직접 속도를 받아오는 API가 없다.

사이클에서 속도를 받아오기 위해 계기판에 웹캠을
설치해서 속도를 찍게 한다.

웹캠 영상으로부터 속도를 구하기 위한 영상처리를 한다.

API



Webcam으로 계기판 촬영

RPM 추출



Webcam으로 계기판 촬영

속도 추출



영상에 출력되는 0~9사이의 숫자에 미리 만들어놓은 0~9까지의 XOR마스크 로 연산한다.
연산은 픽셀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을 부여해서 그 합을 구한다.

연산 후에 값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한다.

선택한 결과는 빨간색과 같다.



현재 진행상황 추후 계획

1. 웹캠으로 계기판 촬영 후
이진화
-> 숫자 부분 자르기
-> 폴더에 이미지파일로 저장

2. XOR연산을 통한 템플릿 매칭

1번과 2번을 연동시켜 코드 정리



마일스톤
일정 영상처리를 이용해

속도추출
Oculus 360도 영상재생 및 HUD 제작

1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컴포넌트
구현
• 웹캠 영상 이진화 및 특정 영역 추출
• 평면화 이론 학습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칭 기본 기능

구현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을 위한 컴포넌트
구현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코드 분석
• Youtube 동영상 파일

형식 변환 코드 분석
• Unity 내부에서 동영상 재생

2차중간평가 웹캠 입력영상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구현
• 웹캠 영상 중 속도계

부분 추출 및 이진화
• 추출 영역 평면화
• 속도 추출을 위한 템플릿 매칭

Oculus에서 360도 영상 재생 및 HUD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 구현
• Oculus rift dk1을 통한 360도 영상 재생
• GUI 제작
• 360도 영상 제작
• HUD제작 및 구현

최종평가 속도 추출 기능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영상 재생 기능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오큘러스에 360도
영상 삽입.



진행 상황

1. Oculus rift dk1을 통한 360도 영상 재생

2. GUI 제작

3. 360도 영상 제작

4. HUD제작 및 구현



1차 이후 개선점





GUI

종료





제작 의도

포맷상 Streaming이 불가
Download는 사용자가 대기 프로그램 자체에 영상추가



사용 장비 및 프로그램

Gopro VideoStich



실제 제작영상 시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