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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사용자들이 증강 현실을 쉽게 제작하기 위하여 3차원 물체의 추적 및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물체 등록과정

이 직관적이고 간단하여야 한다. 물체 등록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3차원 재구성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아직은 실험적인 단

계에 있다. 본 논문은 증강 현실 저작 시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환경에서 직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차

원 재구성 방법으로써 마커를 활용하는 마커 기반 탠저블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여 사용자가 물체의 표면을 직접 접촉함으로써 물체 여러 표면의 3차원 기하학 정보를 획득한다.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단순히 그래픽적인 모델링을 위한 3차원 재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특징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증강현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하여 증강 현실 응용을 보임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확인한다.

Abstract

In order to support simple authoring an application of augmented reality for diverse users, the process for the object

registration comprised of tracking and recognizing the object should be accomplished intuitively and simple. Although many

3D reconstruction methods to be applied to the object registration have been developed, the methods have not beyond the

experimental level ye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ovel marker-based tangible interfaces for various users to manipulate

the object with intuitive and simple approaches during an authoring applications fo augmented reality. The proposed

method make use of marker as intuitive interface to obtain 3D geometric information of 3D reconstruction. 3D geometric

information of an object surface is acquired by touching the object directly with the proposed tangible interfaces. The

tangible interfaces not only support 3D reconstruction for graphical modeling but also offer features information which is

used for augmented reality. Finally, we verify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with demonstration of an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using the proposed method.

Keywords : 3차원 재구성, 마커 기반 탠저블 인터페이스, 마커리스 증강 현실

Ⅰ. 서  론

증강현실은 물체 인식 및 추적(tracking)기술과 그래

픽 기술이 결합이 되어 사용자의 현재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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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에 맞는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이

다. 즉,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 시켜줄 수 있는 그래픽

기술과 시각화된 정보가 디스플레이 될 물체의 위치를

추출할 수 있는 물체 인식 및 추적 기술들이 접목되어

증강 현실 기술이 완성된다.

기존 증강 현실에서는 가상 물체를 현실 상황에 맞게

증강하기 위하여 물체 인식 및 추적 기술에 초점을 두

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3]

. 증강 현실 기술에 대한

초반 연구에는 물체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마커 기반으로 정확한 카메라 정보를 획득하여 가

상의 물체를 증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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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인식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비현실적인 마커를 점

차 없애는 마커리스(Marker-less) 기반 증강 현실의 형

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커리스 기반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 위하여 안정적

인 물체 인식과 특징점 추출, 물체의 3차원 정보 획득

등의 영상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 중 물체의 3차원

기하학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안

정적인 특징점 검출 및 추적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2차원 평면의 일정 영역만을 자연 마커로써 활용

하여 물체의 3차원 정보를 쉽게 획득한다. 하지만 이러

한 경우 카메라를 통하여 2차원 평면을 인식할 수 있는

각도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즉, 증강

현실의 마커로써 물체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3차원 기

하학 정보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마커

리스 기반 증강 현실의 경우 물체 인식의 기술을 이용

하여 마커로써 활용될 정보를 등록하고 이에 대한 추적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일반 사용자를 대상

으로 마커리스 기반 증강 현실을 제공하기에는 물체 등

록과 안정적인 추적, 특징점들의 3차원 정보 추출 및

관리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본 논문은 마

커리스 기반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 위하여 물체 추적에

필요한 3차원 기하학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물체를 접

촉함으로써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커 기반의

그림 1. 물체의 특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비교 (a) 특징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물체 (b)

카메라로 촬영된 물체를 오프라인으로 평면단

위로 분할하는 방법 (c) 사용자가 펜을 이용하

여 정육면체의 사분면을 하나씩 지정하여 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Fig. 1. The interface comparison to extract features of

objects. (a) An object to extract features from it.

(b) A segmentation method of a captured object

into plane parts in offline. (c) An intuitive

method to extract features by user intervention.

저작 도구를 제안한다. 물체 추적과 증강 현실 등의 응

용에 사용되기 위하여 물체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기 위

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오프라

인에서 물체와 배경을 분리한 후 물체 영역의 특징 정

보만 추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사용자

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물체 영역의 특징 정보만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림 1은 물체의 특징 정보를 추출

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방법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a)는 사용자의 관심 물체가 포함된 카메라 입력 영

상을 나타내고, 그림 1 (b)는 특징 정보를 추출하기 위

하여 관심 물체를 오프라인으로 추출하여 평면들을 다

시 분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 직

육면체가 아닌 다각형 혹은 곡면 형태의 물체에는 적용

이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림 1 (c)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써 사용자가 실시간

으로 직접 개입함으로써 특징 정보를 직접 추출하는 방

법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마커가 있는 펜을 이용하여

펜끝을 물체에 직접 닿음으로써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커로써 활용될 물체

의 기하학 정보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원시적이

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육

면체와 같이 기하학적인 형태가 간단한 경우 3차원 기

하학 정보 기술(description)이 간단하여 일반 사용자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복잡한 물체의 경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3차원 재구성 프로그

램, 3차원 모델링 장비를 이용하는 등 물체의 3차원 기

하학 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많은 학습 시간이나 비용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c)와 같이

펜을 물체에 접촉하여 움직이는 간단한 사용자 상호작

용만으로 물체의 3차원 기하학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커 기반의 탠저블 인터페이스

(tangible interface)와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사용자

상호 작용 방법을 제안한다. 비록 마커 기반의 인터페

이스를 제안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는 마커리스 기반 증

강 현실을 저작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이고 마커리

스 증강 현실 실현 시에는 마커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증강 현실을 위한 콘텐트 저작 도구와

마커를 이용한 3차원 재구성에 활용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탠저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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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설계와 이를 활용한 3차원 재구성 방법에 대하

여 살펴본다. Ⅳ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모델링

과정과 증강 현실에 적용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제안하

는 방법의 효용성을 증명한다. 마지막 V장에서 본 논문

의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증강 현실의 가장 큰 기능이 사용자 관심 물체 혹은

사용자 주변 상황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의 효율적인 전

달이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 광고, 프레젠테이션 분야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는

제한된 환경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나리오와 콘텐

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강 현실을 사용

하는 효과가 떨어졌다. 최근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되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 게임, 내비게이션 등과

같이 더 많은 분야에 증강 현실이 사용되고 있다. 전문

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콘텐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위한 마커 기반 탠저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콘텐트 제작에 관한 연구 중 촉지 가능한 저작 도구

(Tangible Authoring Tool)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콘텐트의 변형에 필요한 도구와 콘텐트들 사이의 관

계 정의, 콘텐트의 3차원 움직임을 제어 등을 하기 위

한 다양한 도구를 여러 마커로써 정의하여 저작 도구를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동일한 콘텐트로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 전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 M.

Bordegodi
[5]

와 P. Santos
[6]

, 이정규
[7]

등이 제안하는 방

법은 3차원 가상 물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2차원 마우스

와 키보드를 사용해야 하는 CAD와 같은 응용 프로그

램과 다르게 3차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

하는 가상 콘텐트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

히 이정규등이 제안한 컨텐츠 저작 인터페이스
[7]

는 모

바일 장치에서 마커를 기반으로 한 3차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고 직관적으로 3차원 가상 물

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강 현실의 구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 증강시키고자 하는 물체의 인식을 위한 기술과 정확

한 위치에 증강을 하기 위한 3차원 정보획득이다. 이

두 부분의 요구사항을 쉽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커를

사용하였지만 점차 사용자의 요구와 물체 인식의 기술

이 발전하면서 마커리스 기반 증강 현실로 변화하고 있

다. 물체 인식의 경우 SIFT[8] 혹은 SURF[9]를 활용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3차원 기하학 정보 획득의 경우 다양

한 3차원 재구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3차원

재구성 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10～

11]
과 다중 시점 영상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이용하는 방

법[12～15]
이 있다.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비용적인 측

면과 사용자 센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스테레오 카메라 혹은 다중

시점 영상의 기하학적인 해석에 의한 방법들 중 손쉽게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모든 형태의 물체를 완벽하게 모델링하기에는 다소 부

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직은 연구실 실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Virtual Duplication[16] 방법의 경우 여러 개

의 마커를 3차원 재구성(3D Reconstruction)하고자 하

는 물체 주변에 배치하고 카메라를 다양한 방향으로 바

라보면서 손쉽게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하지만 물체와 마커와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어야하

기 때문에 바닥 면과 같이 가림(occlusion)이 있는 부분

에 대하여 3차원 재구성이 불가능하거나 마커들이 이루

는 영역 안에 모델링하고자 하는 물체가 포함되어야 하

는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커 기반 탠저블 인터페이스를 이용

하여 가상 콘텐트를 저작하는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상

호 작용과 마커 기반 3차원 재구성 방법의 장점을 접목

하여 실제 물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마커리스 기반 증강 현실을 위한 새로운

마커 기반 3차원 재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제안하

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물체의 3차

원 기하학적인 정보와 증강 현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 개

발을 목표로 한다. 이는 스테레오 카메라 혹은 다중 시

점 영상의 기하학적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에서 추

출된 특징점들을 이론적 기하학 해석 방법 기반으로 점

들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에 비하여 영상 내에

서 마커라는 실제 정답값을 통하여 카메라와 마커와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이 관계를

통하여 영상내에서 내가 원하는 물체 특징점의 3차원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또한 거리 측정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정확도를 가지면서 비

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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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 저작 도구 (a) 마커 기반 펜을 이용한 저작 도구의 실제 모습 (b) 가상의 펜을 증강시킨 모

습 (c) 각 마커의 기준좌표계를 증강시킨 모습

Fig. 2. Authoring tool. (a) Original authoring tool using marker-based pen. (b) Augmented virtual

pen. (c) Augmented coordinate system.

Ⅲ. 제안하는 방법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3차원 재구성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펜을 이용하여 직접 3차원 물체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커 기반의 탠저블 인터페이스를 제

안한다.

1. 탠저블 인터페이스 설계

물체를 직접 접촉함으로써 직관적으로 물체를 모델

링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때 가장 친

숙하게 사용하는 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 (a)는 본 논문에서 사용

한 탠저블 인터페이스의 실제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2 (b)는 카메라를 통하여 마커를 인식한 후 가상

의 펜을 증강시킨 모습이다. 그림 2의 (c)는 각 마커의

기준좌표계를 표현한 것이고, 빨간색과 녹색, 파란색으

로 표현된 선이 각 x, y, z축을 나타낸다. 그림 2 (a)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자가 펜을 쥐었을 시점과 놓

았을 시점을 구분하기 위하여 펜을 쥐었을 때 손가락이

놓이는 위치에 색 띠를 붙였다. 또한 마커를 펜의 중앙

에 붙임으로써 사용자가 물체를 붓으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상호 작용(interaction)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마커가 손가락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펜촉 좌표의

추적 여부를 색 띠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마커를 가림

유무로 결정할 수 있다. 색 띠 위치와 펜촉 부분의 3차

원 위치 계산을 위하여 펜 끝 부분에 마커를 붙여 마커

와 카메라와의 변환 행렬을 이용한다. 수식 1은 카메라

와 마커 중심과의 변환 관계를 나타낸다.

      (1)

여기서, 은 마커의 3차원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이

고, 은 카메라와 마커 사이의 회전 관계를 표현하는

행렬이다. 는 카메라와 마커 사이의 3차원 거리를 나

타내는 벡터이고, 는 카메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이다. 수식 (1)에서 계산한 마커의 3차원 위치와 마커와

펜촉간의 실제 거리를 표현한 행렬을 이용하여 펜촉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한다. 수식 (2)는 카메라에서부터 펜

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이다.

      











   
    
   
   

   (2)

여기서, 는 항등 행렬(identity matrix)을 나타내고,

는 마커와 펜촉사이의 거리 를 마커의 지역 좌표계

에 맞게 표현한 벡터이다. 펜촉과 마커는 회전은 없고

축으로만 이동한 관계이기 때문에 회전은 항등 행렬

로 표현하였고, 거리 변환 행렬 는 축의 이동 값 외

에는 0으로 설정하였다. 색 띠의 3차원 위치 역시 수식

(2)에서 의 값을 마커와 색 띠 사이의 거리로 바꿔서

계산한다.

모델링을 할 때 펜을 실제 모델링에 사용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펜을 쥐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고, 모델링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 사용자가

펜을 가지고 의미 없는 움직임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색 띠와 손가락의 색상을 이용하여 색

띠가 붙여진 부분에 색 띠가 보이는지 손가락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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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물체의 한 점을 모델링하기 위한 다양한 펜의 자세

Fig. 3. various pen poses for modeling of a point of an object.

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사용자 상호 작용 정의

사용자 손 움직임의 자유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 상호 작용을 이용한 모델링 작업

의 능률이 배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물체를 빠

르게 모델링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모델링을 하

기 위하여 취하는 사용자의 다양한 손 움직임 행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하는 인터페이스의

경우 마커의 3차원 이동 정보뿐만 아니라 회전 정보까

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펜을 손에 쥐고 손가락을 이

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움직여 펜의 자세(pose)를 변형

하더라도 펜의 모든 움직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따

라서 제안하는 인터페이스를 모델링을 위한 상호 작용

에 사용한다면 펜을 손에 쥔 상태에서의 손의 모든 자

유도가 허용될 수 있다.

제안하는 펜을 모델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펜촉을 물체의 표면에 닿게 한 후 색 띠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펜을 물체 표면 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손

가락으로 색 때를 가림으로써 펜촉의 위치를 마커를 통

하여 지속적으로 추적하게 되고, 펜촉에 위치한 물체

표면의 영상 내의 2차원 정보와 카메라와의 3차원 정보

획득을 시작한다. 실제 물체를 인간이 3차원 기하학적

인 형태를 인지하기 위하여 물체를 여러 방향으로 바라

보는 등의 행동들을 모방하여 사용자가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바라보면서 펜을 이용하여 촉지 하는듯한 행동

을 물체 모델링을 위한 상호 작용으로써 적용한다. 그

림 3은 사용자가 물체의 한 점에 대한 3차원 정보를 획

득하기 위하여 펜과 카메라와의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

고 펜이 어떠한 방향으로 놓여있어도 모델링이 가능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물체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추적 펜(tracker pen) 하나만 사용한다면 점(point) 단위

로 정보를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물체의 모든 면을 다

접촉을 해야만 완전한 3차원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빠르게 모델링하

기 위하여 3차원 정보 추출을 위한 pen 이외에 3차원

정보 추출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펜(control pen)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제어 펜에 의

하여 3차원 정보 추출 펜의 움직임 패턴을 다양하게 함

으로써 복잡한 형태의 모양도 쉽고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게 한다. 마커에 따라 제어 펜의 역할이 결정이 되며

본 논문에서는 펜촉의 크기와 사각형의 영역을 결정해

주는 것(사각 제어 펜)과 붓 형태로 펜촉을 바꿔주는

제어 펜(붓 제어 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사각형의 영

역을 결정해주는 사각 제어 펜의 경우 추적 펜과 사각

제어 펜 두 개가 영상 내에 존재할 경우 두 펜으로 만

들어지는 사각 영역내의 특징점들을 추후 물체 인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붓 제어

펜은 사용자가 추적 펜과 붓 제어 펜을 두 지점에 두고

동시에 움직이고, 이때 추적 펜과 붓 제어 펜의 펜촉이

이루는 3차원 직선을 붓의 솔 기능을 하게 한다. 결과

적으로 사각 제어 펜은 평면을 빠르게 모델링 할 수 있

게 해주고, 붓 제어 펜은 곡면등과 같은 영역을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게 해준다. 추적 펜과 각각 제어 펜이 이

루는 영역 내부 혹은 직선 사이의 3차원 정보는 평면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획득한다. 특히 추

적 펜과 사각 제어 펜이 이루는 사각형 영역의 3차원

평면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개 이상의 점은

영상 내에서 사각 제어 펜과 추적 펜의 위치로 이루어

지는 사각형의 네 모서리의 위치로 결정한다. 이 사각

형의 각 모서리의 3차원 정보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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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붓 제어 펜을 사용한 전화기 모델링 과정 (첫 번째 행) 수화기 모델링 (두 번째 행) 전화기 본체

모델링 (세 번째 행) 붓 제어 펜을 사용하여 모델링한 결과

Fig. 4. 3D modeling process using brush control pen. (first row) Modeling of a telephone receiver.

(second row) Modeling of a telephone body. (third row) Result of modeling using brush control pen.

레임에서 각각 마커와 카메라 사이의 변환 행렬을

DLT(Direct Linear Transform)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다. 두 제어 펜 모두 추적 펜과 동일한 방법으로 펜촉의

위치를 찾아 제어 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커들의 절대

좌표값을 획득하기 위하여 카메라는 고정한다. 그림 4

는 제어 펜을 사용하여 전화기를 모델링하는 과정을 나

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4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수화기와 전화기 본체를 나누어 모

델링 하였고, 수화기의 경우 곡면으로 되어 있어 사각

제어 펜을 활용하는 것보다 붓 제어 펜을 활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첫 번째 행 왼쪽 그림은 사용자가 두 펜

을 이용하여 수화기 윗부분부터 모델링을 시작하여 아

랫부분으로 내려온 모습이고, 첫 번째 행의 오른쪽 그

림은 이에 대한 3차원 모델링 결과이다. 여기서 각각의

직선들은 두 펜이 이루는 직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

화기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펜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직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 행의 왼쪽

그림은 전화기 몸체를 모델링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

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에 대한 3차원 모델링 결과이다.

두 번째 행의 오른쪽 모델링 결과 그림의 경우 수화기

모델링 결과와 몸체 모델링 결과가 합쳐진 결과이다.

세 번째 행의 왼쪽 그림은 전화기의 3차원 모델링 결과

를 전화기의 정면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수화기와

본체의 높이가 다르게 모델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행의 오른쪽 그림은 전화기의 3차원 모델링 결

과에 텍스처(texture) 정합을 한 최종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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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7. 모델링 정확도 측정 (a) 실제 물체의 거리 측정 위치를 나타내는 모습 (b) 현재 카메라가 바라보

는 시점에서 가상 물체를 바라본 모습 (c) 가상 시점에서 물체를 바라 본 모습

Fig. 7. Measurement of modeling accuracy. (a) Positions for distance measurement of real object.

(b) Virtual object at viewpoint of current camera. (c) Virtual object at virtual viewpoint.

Ⅳ. 실험과 응용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물체를 3차

원 재구성하는 과정과 3차원 재구성된 물체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3차원 재구성된 물체를 실제 증강 현실의 응

용으로 활용하였다.

1. 3차원 재구성 과정

사용자가 제안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물체를 모

델링하는 과정에서 재구성 중간 결과부터 최종 결과까

지 보여줌으로써 모델링의 직관성을 보인다. 그림 5와

그림 6은 두 물체의 3차원 재구성 과정과 결과를 각각

그림 5. 제안하는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직육면체 형태

의 물체를 모델링하는 과정

Fig. 5. 3D modeling process of a rectangular

parallelepiped object with proposed authoring

tool.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5는 직육면체 박스의 윗 평면

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윗 평면의 오른

쪽 상단 모서리부터 모델링을 시작하여 물체의 모서리

를 따라서 추적 펜을 이동시키면서 모델링을 하는 모습

이다. 그림 5의 최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물

체의 윗면이 점차적으로 모델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경우 한 면이 아니라 여러 면을 모델링

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의 첫 번째 열은 모델링 결

과이고, 두 번째 열은 실제 물체를 보여준다.

그림 6. 3차원 모델링 결과 (첫 번째 열) 제안하는 저작

도구를 사용한 3차원 모델링 결과 (두 번째 열)

3차원으로 모델링된 결과의 실제 모습

Fig. 6. Result of 3D modeling. (first row) Result of 3D

modeling using the proposed authoring tool.

(second row) Original appearance of the

model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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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8. 증강 현실 응용을 위한 모델링 결과 (a) 3차원 모델링 결과 (b) 물체의 실제 모습

(c) 가상 물체가 증강될 물체의 SURF 특징점 검출 모습

Fig. 8. Result of modeling for application of augmented reality.

(a) Result of 3D modeling. (b) Original object. (c) SURF features in object put virtual object.

그림 9. 증강 현실 응용 예

Fig. 9. An example of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2. 3차원 모델링 정확도

모델링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실제 길이 값과 모델링된 정보에서 계산된 길이

값을 비교하였다. 모델링된 정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곳은 모델링 중에 색 띠 버튼의 클릭 행동을 이용하여

시작점과 끝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a)는 실제 물체의 모습이고,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원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7 (b)는 모델링된 물체를

실제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이

고, 그림 7 (c)는 측면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측면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면 실제 물체를 측면에서 바

라본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그림 7 (a)에서 표시된 원 중 동일한 색상의

원이 이루는 선의 길이를 실제 물체를 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 모델링 된 정보에서 계산된 값과 비교한

결과이다.

표 1의 파란색 원과 빨간색 원이 이루는 선의 길이를

보면 실측값과의 차이가 0mm과 0.07mm이고 자를 이용

한 측정 오차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

는 방식을 이용한 모델링 결과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주황색 원이 이루는 선의 길이를 보면 21.83

mm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는 마커와 카메라간의 거리

가 멀어질수록 마커 위치 검출의 오차가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적외선나 초음파, 레이저 등 거리

실제길이

(mm)

모델링 물체의 길이

(mm)

파란색 원 73 73.00

빨간색 원 73 73.07

녹색 원 34 38.14

주황색 원 170 148.17

표 1. 3차원 모델링의 정확도

Table 1. Accuracy of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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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센서의 평균 측정 오차가 유효측정거리 이내에서

중저가형의 경우 평균 5～10% 정도이다. 특히 로봇 분

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Pioneer 로봇의 SICK 레이저 센

서의 경우 오차 범위가 평균 15～30mm이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카메라와 마커와의 거리가 50cm정도이고 위

의 실험의 결과에서 나온 최대 오차가 21mm이기 때문

에 이는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

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가형 혹은 초고밀도 센서 등

0.02mm이내로 정밀한 센서들로 있지만 본 논문에서 일

반 다중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는

비교하지 않는다.

3. 증강 현실의 응용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3차

원 재구성된 물체를 마커리스 기반 증강 현실에 적용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8은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3차

원 재구성 결과이다. 그림 8 (a)는 제안하는 방법을 이

용하여 모델링된 물체의 3차원 모습이고, 그림 8 (b)는

모델링된 물체의 텍스처를 추출할 때 사용된 프레임이

다. 그림 8(c)는 증강 현실을 위하여 SURF 특징점을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9는 모델링된 물체에 가상 물체가 증강된 모습

이다. 3차원으로 모델링된 물체의 텍스처에 SURF 기술

자와 3차원 기하학정보를 이용하여 멀티마커로써 활용

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9의 결과는 기존 SURF만

을 이용한 증강현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기존의

SURF를 이용한 증강 현실은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를

사용자가 촬영한 후 물체를 배경과 분리하여 물체 영역

에서 SURF 특징점을 추출하여 DB에 저장하는 과정을

수동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그림 9의 결과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SURF를 이용

하였기 때문에 기존 방법에서 수동적으로 했던 과정을

직관적이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마커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3차원 재구

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간이 실제 물체의 기

하학적인 형태를 인지하는 행동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모델링을 위한 사용자 상호 작용의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작업 효율을 배가 시킬 수 있게 하였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모델링된 물체를 마

커리스 기반 증강 현실에 적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방법의 효용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은 단순히 기하학적인 정보만 추출하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 작용에 의하여 물체의 상세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하였다. 사용자가 직접 물체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중 시점 영

상을 사용하거나 적외선이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는

기존 3차원 재구성 방법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시간적, 시스템 복잡도 측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모델

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제어

펜을 이용하여 물체를 실시간으로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다양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증강 현

실을 위한 모델링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조

작 등 다양한 HCI의 응용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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