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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각 기반 증강현실 분야에서 추적 및 맵 구성이 단일 카메라로 구현이 가

능한 PTAM의 효율적인 구현 및 응용 방법을 제시한다. 구현된 PTAM 시스템을 응용한

점진적 맵 생성 및 증강 공간 구성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구현에 있어서는 DirectX

API에 기반을 두어 그래픽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활용한다. 또한 구현된 PTAM 시스템에

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1. 서론1)

최근 컴퓨터 비전 및 증강현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점진적 증강 맵 구성방식

에 있어 사용되는 PTAM을 이용한 3차원 증강 공간 구성

법과 그 응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SLAM 방식은 주로 로봇공학에 적용되던 기술이다. 로

봇공학에서의 SLAM이란 보통 로봇에 장착된 센서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맵을

구성해 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로봇은 이렇게 구성된 맵을

통하여 거리정보를 얻어 낼 수 있으며 그 정보를 기반으

로 다음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로봇의 움직임

에 따라 새롭게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맵을 점진

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로봇공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SLAM을 컴퓨터 비전

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연구로부터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SLAM을 구현한 것

이 PTAM이다[1].

본 논문에서는 PTAM을 응용하여 점진적으로 확장되

는 맵 공간을 사용한 증강 공간 구성을 보인다. 또한 구성

된 증강 공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응용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유용성을 다루고자 한다.

2. PTAM의 구현 및 응용

PTAM의 가장 큰 특징은 특징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점들로부터 카메라 자세를 추정하는 트래킹 과정과

증강 맵을 구성하는 매핑 과정이 별도의 스레드로 동작한

다는 것이다. 특히 키프레임(key-frame)이라는 개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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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카메라 프레임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프레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수행하므로,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프로그램에 걸리는 부하(stress)를

줄일 수 있다.

이제부터 본 논문에서는 PTAM을 이용하여 카메라 동

작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간단한 증강현실 응용 프로

그램의 구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할 응용

프로그램은 증강현실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프로토

타입이다. 우선 PTAM을 기반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확장

가능한 증강 맵 공간을 구성한다. 그 뒤, 구성된 증강 맵

공간의 바닥 평면과 카메라 시선벡터의 교점에 카메라 움

직임에 따라 조작 가능한 간단한 3D 오브젝트를 렌더링하

여 증강현실 응용프로그램의 구현 가능성을 보인다.

3차원 공간상의 벡터 를 카메라 위치라고 하자. 또 카

메라의 시선벡터 이 주어졌다면, 카메라 시선에 대한 직

선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이 때, 3차원 증강공간의 맵 평면에 대한 방정식이

·  ∈  ∈  ∈  은 평면의 노말벡터

과 같이 주어졌고, 위치벡터 가 직선를 따라서 맵

평면위에 맺히는 점이 ′이라고 하면, 평면의 방정식은

·′   을 만족한다. 위 관계에 대해서는 그림 1에

설명되어 있다.

′은 상의 한 점이므로, 평면의 방정식은 다시

·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을 에

대하여 풀면   ··이 된다. 따라서 카메

라 시선벡터 과 맵 평면의 교차점 ′은
′ ·

·
·

의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2]. 그림 1에서와 같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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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D 오브젝트를 배치하면 된다.

p  : camera position vector

l  : camera direction vector

line equation :

p’

plane equation :

그림 1. 평면과 카메라 직선방정식

PTAM은 트래킹 과정을 수행하는 중에 카메라 입력

프레임에 따라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갱신하는데, 각각

의 갱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동 변환 행렬과 회전 변환

행렬을 계산한다. PTAM이 제공하는 회전행렬 은

  -축 모든 방향의 회전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이 회전행렬 의 열벡터인 , , 는 각각   축

으로의 회전 벡터들을 의미한다[3]. PTAM은   인 평

면을 바닥 평면으로 하여 증강 맵을 구성하고, 우리가 조

작할 오브젝트는 이 바닥평면에 붙어서 움직일 것이므로

오브젝트 회전의 적용은 축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된다.

3. 실험 및 결론

PTAM을 Desktop PC 환경에서 구현하였다. 구현을 위

하여 3D 그래픽은 Microsoft사의 DirectX 버전 10을 사용

하였으며, 개발환경은 Windows7 Enterprise K 64 bits,

CPU Intel i7 2.67Ghz, RAM 4GB, VGA GTX280으로 구

성되었다. 사용한 웹캠 카메라 장비는 Logitech사의 Quick

Cam 9000이다.

그림 2는 책장 실험 데이터을 배경으로 구성된 증강

맵 공간과 실시간 카메라 프레임이다. 책상에 사물들을 미

리 배치해 놓고 실제 카메라를 이동, 회전, 기울임 등을

적용하여 맵을 확장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PTAM 기반의 점진적 맵 생성을 이용

한 증강공간을 구성 시스템을 제안하고, 제안된 시스템을

응용한 응용프로그램 구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시스

템은 개발 목적에 따라서 게임, 학습 등의 여러 응용분야

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PTAM을 이용하였기에 빠

른 처리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실시간성을 중요시하

는 증강현실 응용에 있어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책장 실험 데이터의 매핑결과

PTAM은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으로 FAST 코너 검출

기법[1][4]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 역시 다

른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과 같이 실내조명이나 자연광 등

다양하고 불규칙한 환경에 있어 항상 올바른 결과를 도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시스템 또한 잘못 추출된 특

징점들의 영향으로 오브젝트가 갑자기 유실되는 등의 사

용자의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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