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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에서 객체 증강 시, 특징점과 GPS를 이용하여 증강 위치를 효율적으로 보간할 수 

있는 ICP(Iterative closest point) 매칭 기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제한받지 않고 객체를 증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마커리스(Markerless) 방식을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평면 검출과 페이스 검출을 사용한다. 

이는 현실과 자연스러운 동기화를 위한 것으로 계산은 작지만, 인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증강 위치에 대한 

오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작은 오차는 특정 산업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이나 의료시설에서 발

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객체를 증강 시킬 때 해당 환경에 대한 점 구름(Point cloud)을 수집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측되는 점 구름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ICP 매칭 기법을 사용하며, 

실린더 기반의 각도 보간을 이용하여 계산량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특징점과 GPS를 이용하여 ICP 매칭 기

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강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개선된 증강 방식을 보여준다.

키워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특징점(Feature point), 점 구름(Point cloud),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ICP(Iterative closes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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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증강현실에서 마커 검출 방식은 특정 패턴으로 이루어진 대상에서 

인식률이 뛰어나 자주 사용하지만[1], 특정 패턴이 없거나 사전에 

마커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이 어렵다. 반대로 마커리스 방식은 

마커를 이용하지 않으며 위치 제약이 없어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다[2]. 

그러나 마커 검출 방식에 비해 마커리스는 불안정하고, 대부분 평면 

검출이나 페이스 검출을 사용한다. 이는 현실과 자연스러운 동기화를 

위한 것으로 계산은 줄어들지만, 인식의 범위가 넓고 증강 위치에 

대한 오차가 존재한다. 증강현실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한다. 

특히 객체를 증강하는 것을 뇌나 척추 등 수술에 쓰는 의료시설에서나 

도로 속 연결관의 시공 품질 검수와 길이 측정 등을 확인하는 데 

쓰는 건설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본 논문은 모바일에서 수집한 GPS 신호와 주변 환경의 특징점으로 

구성된 점 구름을 이용하여 ICP 매칭 기법을 통한 증강현실 프레임 

워크를 개발한다. 먼저 사용자의 GPS 좌표와 지자기 센서 정보를 

얻는다. 두 번째로 해당 위치의 근처 환경에서 얻은 점 구름과 함께 

객체가 증강된 위치 좌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관측되는 점 구름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ICP 매칭 기법을 사용하며, 

계산을 줄이기 위해 실린더 기반의 각도 보간을 이용하여 증강 위치를 

결정한다. ICP 매칭 기법을 통해 현실과의 특징점이 잘 매칭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과 GPS를 이용하여 ICP 매칭 

기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정확도를 높인 증강 방식을 보여준

다.

II. The Proposed Scheme

1. Extracting point clouds in local environments

마커리스 기반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는 사용자의 

좌표를 얻어 그 좌표를 기반으로 증강 객체의 좌표를 계산한다. 사용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22. 7)

564

의 좌표만으로 객체의 좌표를 정하기에는 프레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오차 때문에 증강 객체가 불안정하게 표현된다. GPS 수신기에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현재의 시간, 위성 위치, 신호 정보가 필요하다. 

위치에 대한 계산 오차는 주로 위성의 위치와 신호 지연의 측정으로부

터 발생한다. 여러 가지 오차 발생 이유가 있지만 빌딩 내부, 지하, 

터널 등 차폐되어있는 곳에서 신호가 막히며, 본 논문에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다중경로에 따른 오차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테나를 추가하여 GPS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복잡하고 이동성에 제약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모바일 정보와 

증강하고자 하는 객체 위치에 대한 환경 점 구름을 이용하여 증강 

객체 좌표를 계산하고, 오차를 보정하고자 한다. 

Fig. 1을 보면 마커 기반 증강현실에서는 1a처럼 이미지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1b와 같이 이미지에서 특징점으로부터 마커를 인식한

다. 본 논문에서도 1c와 같이 환경의 영상 정보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1d의 형태로 특징점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바라보는 환경에 대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하여 환경의 특징점들을 찾아낸다. 이는 AR Foundation 라이

브러리를 통해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여러 특징점이 모여 

하나의 점 구름을 만들고 이를 객체를 증강하기 위한 마커로 이용한다. 

점 구름 데이터는 모바일에 저장하여 계산하기엔 계산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조명, 날씨 등의 당시 환경에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점 구름을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공간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Fig. 1. Feature points extracted from marker 

images from the environment. 

2. Improvement of error rate using ICP matching

점 구름은 같은 위치상에서도 사용자가 보는 방향 또는 매 프레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와 실시간 트래킹

하여 얻어오는 점 구름을 효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CP 매칭 기법을 이용한다.

Fig. 2. Features compared to the real environment.

Fig 2a는 현실 이미지이며, 2b는 2a의 특징점을 남쪽, 남서쪽, 

남동쪽에서 추출한 모습이다. 최초로 객체를 증강할 때 증강할 위치를 

원점으로 최대한 많은 방위, 360전 방위의 점 구름 저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수집된 점 구름이 남쪽의 점을 수집한 후에 동쪽의 점을 

수집하면 두 점 구름은 매칭이 되기 어렵다. 최대한 많은 특징점을 

수집하여 전 방위에서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해 대비해야 하지만 

사용자를 통해 전 방위의 점 구름을 수집하기 어려우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린더 기반의 각도 보간을 사용했으며[3], 

이 알고리즘을 통해 원래 계산의 약 2.5%의 계산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또한, ICP 매칭 기법을 통해 전 방위의 데이터가 

없어도 오차율 추정이 가능하게 하여 두 점 구름 사이의 오차율을 

개선하였다.

3. Calculating augmented coordinate and object 

augmentation

두 점 구름의 매칭 및 비교 후에 객체를 증강하며, 이때에는 증강 

객체의 위치 좌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점 구름의 특징점 위치나 

중심점을 기반으로 증강 시에는 이후 사용자가 재방문했을 경우 

Fig. 4a와 같이 원하는 방향, 위치가 아닌 곳에 증강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가 클릭한 곳의 좌표에 가중치를 두어 해결한다 

(Fig. 3b 참조).

Fig. 3. Correcting augmented-position in AR.

인접 환경의 특징점을 수집하다 보면 원하지 않은 특징점도 수집되

거나, 불필요한 배경의 특징점도 수집된다. 증강하고 싶은 환경의 

배경이 단조로우면 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 

필요하지 않은 특징점도 추출되곤 한다. 이때, 데이터양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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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또한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분별력과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객체 위치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인 특징점은 점 구름 

수집에서 제외하여 계산 효율을 높인다. 이 방법을 통한 결과는 Fig.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4. Refined augmented-position.

III. Experiment Result

1. Experiment environment

본 논문에서는 최신 버전의 AR Foundation을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Unity Engine 2021.1.25.f1 버전을 사용하여 개발하였

다. LG G7 ThinQ를 이용해 구동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는 Cloud 

FireStore을 사용하였다.

현실과의 특징점이 잘 매칭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장소는 

사용자의 모바일로 얻을 수 있는 GPS 신호 세기와 특징점 추출이 

어려운 곳으로 구분된 4곳이다 (Fig. 5 참조). Fig. 5a와 5b는 GPS 

신호가 약한 곳이며, 환경의 배경에 따라 특징점 추출이 어려운 곳과 

쉬운 곳을 골라 보았으며, Fig. 5c와 5d는 반대로 GPS 신호는 강한 

곳이지만, 빛의 세기에 따라 특징점 추출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Fig. 5. Various experimental scenes.

2. Performance experiment

첫 번째로 지하 주차장은 점 구름이 흩어져 있으며, 불필요한 

특징점이 존재하는 실험 장소이다 (Fig. 6 참조). 먼저 왼쪽 그래프는 

정면을 바라봤을 때 저장한 두 개의 점 구름과 이전에 설명한 ICP 

매칭 기법을 이용하여 두 점 구름을 비교한 오차율로 정면끼리 비교할 

때 0.07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정면은 빨간색, 

오른쪽은 초록색, 왼쪽은 보라색으로 저장한 점 구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이다. 오른쪽 그래프와 가운데 실험 장소 특징이 

일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넓은 공간이라 큰 점 구름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 Underground parking lot.

두 번째는 지하철로, 점 구름이 몰려 있으며, 불필요한 특징점이 

없는 실험 장소이다 (Fig. 7 참조). 정면끼리 비교할 때의 오차율은 

0.067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닥이 대리석인 특징 때문인지, 

특징점들이 바닥에 몰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대리석이 불규칙해서 

큰 오차율이 나타날 것 같았는데, 워낙 몰려 있어서 비교할 때 낮은 

오차율이 나타난다.

Fig. 7. Train platform.

세 번째부터는 시간대에 따른 수집되는 점 구름이 다른 환경으로 

먼저 낮 1시이다 (Fig. 8 참조). 오른쪽 점 구름 정보를 보면 왼쪽 

사진과 비슷한 점 구름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면끼리 

비교할 때의 오차율은 0.094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의 

불필요한 점들 때문인지, 정면과 왼쪽, 정면과 오른쪽을 비교할 때에는 

오차율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Fig. 8. Playground (1pm).

마지막으로 오후 11시 장면에서는 정면끼리 비교할 때의 오차율은 

0.002로 낮에 실험한 결과보다 오차율이 낮다 (Fig. 9 참조). 이 

같은 이유는 주변 불필요한 특징점 없이 점 구름이 만들어지다 보니, 

밝았을 때와 달리 매우 낮은 오차율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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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layground (11pm).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에서 수집한 GPS 신호와 주변 환경의 특징점

으로 구성된 점 구름을 이용하여 ICP 매칭 기법을 통한 효율적인 

증강현실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보여준 실험 장소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도 대부분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Fig. 

10참조).

Fig. 10. Various other experimental results.

어두운 곳에서 실험하게 될 때, 모바일 카메라를 통해 특징점 

검출이 어려워 조명을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프레임 워크와 조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카메라와 동시에 후레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한 문제이며,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조명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내부적으로 Unity 상에서 모바일 

조명을 추가하여 제어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이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쿼리 또한 최적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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