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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증강 실 기술의 많은 발 이 이루

어졌다. 하지만 가상의 공간과 실제의 공간이 매칭이 된 이미지를 보면 아직 실감은 다소 떨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가상의 오 젝트가 실제 공간에서의 깊이 감을 고려하지 

않고 형성되어 공간감을 괴시키는 문제와 마커에 의존한 인식 기술의 한계성 두 가지로 설정

하고 해결하 다. 공간감은 사람의 신체와 가상의 오 젝트 사이의 계질서를 형성함으로써, 

마커 기술의 한계성은 시간 지연과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마커의 치를 역으로 추 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 다.

ABSTRACT

Due to the problem of matching between virtual world space and real-world space, the 

reality of augmented reality content is rather low.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result, firstly virtual object is rendered without considering relation between real-world 

space and virtual world space. Secondly, virtual objects rely too much on the marker to 

reduce reality. We propose two schemes to improve the reality of augmented reality, one 

is people occlusion, the other is to reduce the dependence of virtual objects on the 

marker.

Keywords : Augmented Reality(증강 실), Machine Learning(기계학습), Immersion(증강

실), People Occlusion(인체 가려짐), Marker Recognition(마커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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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 과 정보 통신 기술

의 발 으로 증강 실 콘텐츠에 한 수요가 증

가되고 있다. 문화 술, 교육, 출 , 제조, 서비스, 

게임 등 많은 분야에서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체험형 콘텐츠로써 증강 실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1]. 하지만 아직까지 부분의 증강

실 콘텐츠는 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체험형 콘텐

츠 인 성격이 다소 강하다.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

의 이목을 끄는 최신 기술이지만, 아직은 기술력의 

부족으로 지속 으로 경험하고 싶은 콘텐츠 인 매

력은 다소 떨어진다.

증강 실 콘텐츠에서 실감을 떨어뜨리는 이유

로는 통신 기술 문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 문제, 

실 공간과 가상의 공간의 부자연스러운 공간감 

문제, 마커 인식 기술의 문제로 가상 오 젝트의 

깜빡거림  튕김 문제 등이 있다[2]. 의 문제들

이 해결된다면 좀 더 실감 있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좀 더 동 인 움직임이 있는 증강 실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텐데, 아직은 제한된 상황 

속 에서만 증강 실이 구 되고 있다[3]. 본 논문

에서는 실감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인들 에서, 

우선 으로 증강 실에서의 공간감에 한 문제와 

마커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증강 실

에서 실과 가상의 공간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공간  측면에서의 문제  에서 특히나 

사람의 신체와 가상의 물체가 겹치는 것은 여러 

증강 실 콘텐츠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문제

 에 하나 고,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마커 

기반 증강 실 기술에서의 마커 인식 기술의 문제

 한 재의 콘텐츠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

되는 문제 이기에 우선 으로 본 논문에서는 해결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은 기존 증강 실 콘텐츠에서 볼 

수 있는 실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가상의 오

젝트의 공간감과 련된 문제와 마커 인식에 

한 문제 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

하는 실감을 개선하는 방법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 기존 증강 실 콘텐츠의 문제  

증강 실 콘텐츠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고 즐

기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기술 인 문제들이 있다. 

기존 기술 결함으로 실감을 떨어뜨리며 사용자에

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

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여러 원인  2가지 측

면의 문제를 해결해보았다. 하나는 증강 실에서 

합성된 상에서의 공간감과 련된 문제이고, 다

른 하나는 마커 인식 기술 문제이다.

2.1 증강 실 콘텐츠에서 기술  한계로 인한 

    공간분석 결핍

증강 실 콘텐츠에 존재하는 오 젝트는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용자 공간에 존재

하는 실제 오 젝트와 증강 실 콘텐츠가 만들어낸 

가상의 오 젝트이다. 

보다 높은 실감이 표 된 증강 실 콘텐츠를 

해 실제 오 젝트의 치와 가상의 오 젝트의 

치 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4]. 가상의 

오 젝트와 실제 오 젝트의 치가 겹치지 않을 

경우 두 공간에 해 별도의 처리를 진행하지 않

아도 이질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의 오

젝트와 실제 오 젝트의 치가 겹칠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가상의 오 젝트가 

실제 오 젝트를 가리는 경우와 가려지는 경우이

다. 그 표 인 로 인체가 가려지는 (human  

occlusion)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증강 실 콘텐츠

에서 이야기하는 인체 가겨짐 문제 이란 증강 실 

애 리 이션이 가상의 오 젝트와 실제 사용자 신

체 부 의 치 계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 증강 실 기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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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간 간의 분석이 정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

상의 오 젝트가 항상 사람의 신체 부 를 가려 

실감이 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에 FCN

을 기반이로 사람의 신체부 를 세그멘테이션 작업

을 진행하는 내용은 이미 존재 하나 사람의 손가

락과 같은 말단에 한 식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

아 증강 실에 사용하기엔 하지 않았다[5].

2.2 사례를 통해보는 증강 실 콘텐츠에서의 

    공간감의 한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사

용하는 증강 실 콘텐츠로 SNOW 애 리 이션이 

있다[6]. SNOW는 기존의 카메라 애 리 이션에 

증강 실 스티커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에게 재

미난 경험을 주는 콘텐츠이다. 사용자들의 , 코, 

입 얼굴들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하여 다

양한 표정과 얼굴로 바꾸고 여러 가지  스티커나 

효과들이 입 지면서 사용자들에게 유쾌한 경험을 

제공한다. SNOW는 증강 실 카메라라는 재미

인 요소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지만, 애 리 이션 안에서 컴퓨터그래픽스 기술

에 의해 생성된 가상의 오 젝트와 실 공간 사

이의 치  계가 무시됨에 따라 형성되는 어색

함이 존재한다. 

[Fig. 1] (a) A scene of 'SNOW'ignored the 

sense of space. (b) A fiction image with 

computer graphics technology

SNOW에서 생성된 증강 실 스티커는 항상 

이어 최상단에 치하게 되어 [Fig. 1] (a)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사람의 신체 부 와 겹치게 된다. 

원래는 사람의 손이 가상의 오 젝트보다 공간상 

앞에 있어서 사람의 손에 의해 가상의 오 젝트가 

가려져야 되는데 반 로 사람의 손이 가려지게 된 

이미지이다. [Fig. 1] (b)는 이해를 돕기 해 제

로 된 공간감이 반 되어서 가상의 오 젝트가 형

성된 경우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하여 모

의로 제작한 이미지이다. 

SNOW 애 리 이션 증강 실 카메라는 하나

의 디바이스 안에서의 증강 실을 구 하기에 이러

한 어색함을 이해해  수 있는데, 활동성이 좀 더 

높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공간을 공유하는 게

임 분야에서는 실제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무시됨

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움이 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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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A scene of 'SwiftShot' 

ignored the sense of space. (b) A 

simulated scene which has an 

accurate sense of space

애 사의 ‘SwiftShot’ 증강 실 게임을 보면 이

와 같은 문제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인다. ‘Swift 

Shot’은 2018 WWDC(The Apple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에서 애 에서 선보인 2

명에서 6명이 함께 즐기는 증강 실 게임이다. 멀

티 이 게임의 경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생성된 가상의 오 젝트들을 찰하기에 

사람과 가상의 오 젝트가 겹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어가 고정된 치에서 정면

만 바라본다면 사람과 가상의 오 젝트가 겹치는 

경우가 덜하겠지만, 치를 움직이거나 회 을 할 

경우에는, 가상의 오 젝트보다 사람이 앞에 있게 

되어 [Fig. 2] (a)와 같이 사람과 가상의 오 젝트

가 겹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상의 앞, 

뒤의 개념이 무 져, 게임 자체의 실감을 떨어뜨

리며 사용자에게 버그로까지 느껴지게 된다. [Fig. 

2] (b)는 이해를 돕기 해서 실제 공간에서 가상

의 오 젝트들이 공간감을 고려하여 컴퓨터 그래픽

스 기술을 활용하여 모의로 제작한 이미지이다.

2.3 증강 실 콘텐츠에서의 마커인식의 한계

증강 실에서 트래킹을 하는 방법으로는 마커, 

마커리스, 치 기반이 있다[7]. 재 증강 실 콘

텐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래킹 방법은 마커 

기반인데, 카메라가 마커를 인식하게 되면 마커가 

트리거가 되어, 해당 치에 가상의 오 젝트를 형

성시켜주는 원리이다. 재의 기술로는 카메라로 

공간을 정확히 인식해서 원하는 치에 가상의 오

젝트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기에 마커 기반으로 

증강 실을 가장 많이 제작한다. 하지만 마커를 사

용하여 증강 실을 구 하는 경우에는 가상의 오

젝트의 생성이 마커에 으로 의존하기에 여러 

문제들이 존재한다.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통해 마커를 인식할 때 경

우에 따라서는 빠른 움직임 속도로 인해서 마커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마커의 일부분이 가려지

면 마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

다. 그 게 되면 화면 안에서 가상의 오 젝트의 

깜빡임 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감이 떨어져 사용자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가 가려지는 문제 해

결을 통해 실제 공간과 가상의 오 젝트 사이에 

좀 더 명확한 치 계를 설정해주고, 마커 인식 

개선을 통해 가상의 오 젝트의 깜빡거림을 이고 

좀 더 실감 있는 증강 실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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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안

3.1 인체가 가려지는 문제 해결을 통한 시각  

    부자연스러움 해결

증강 실 콘텐츠 에서도 사용자의 동 인 움

직임이 많은 게임에서는 가상의 공간과 실제 공간

에서의 정확하지 않은 공간의 매칭으로 인해서 가

상의 오 젝트와 실제 물체의 치가 첩되는 

상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첩은 사람과 가상의 오 젝트와의 첩 문제이

다. 재 부분의 증강 실 콘텐츠는 실제 공간 

에 가상의 오 젝트 이어를 그냥 올려놓는 구

조이기에 인체가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체 

가 가려지는 상은 가상의 물체의 치와 사람의 

신체 부 의 치 계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 

카메라를 심으로 가상의 오 젝트에 비해 사람의 

신체 부 가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오 젝트가 사람의 신체 부 를 덮여버리는 상이

다. 실감이 있는 콘텐츠를 구 하기 해서는 실

제 공간과 가상의 오 젝트와 사람 사이의 공간상

의 치  계를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증강 실 콘텐츠에서 사람의 신체와 가상 오

젝트의 치 계로 인해 생성되는 인체가 가려지

는 상을 해결하려면 우선 카메라가 받아온 상 

가운데서 사람의 신체 부 가 존재하는 치와 가

상의 오 젝트가 상 속에 있는 치를 단한 

후 가상의 Object가 사람의 신체 부 를 가리고 

있는 역을 식별하여 그 역의 픽셀들을 더링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 부 가 보이게 하 다. 개

발의 효율성과 인체 식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하

여 우리는 Unity AR Foundation Plugin을 활용

하여 실감 있는 증강 실 콘텐츠를 구 하고자 

한다[8]. AR Foundation은 카메라에서 받아온 이

미지  사람의 신체 부 를 식별하여 빨간색으로 

표기해 주는 동시에 내부에서 깊이 감을 고려하여 

더 먼 가리에 있는 사람의 신체 부 를 식별하여 

더 은 빨간색으로 표시함으로써 2차원 카메라를 

이용해 3차원 카메라로 은 이미지와 비슷한 결

과를 더링 할 수 있다.  

[Fig. 3] Layers of people occlusion

[Fig. 3]은 실감 있는 콘텐츠를 구 하기 한 

이어 구조이다. 실감 있는 증강 실 콘텐츠를 

만들기 해서는 두 의 Unity 카메라가 필요하

다. 한 는 실제 세계의 상을 받아와 사람의 신

체 부 를 식별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용도이고 다

른 한 의 카메라는 신체 부 가 식별된 이미지

를 활용해서 가상의 오 젝트에서 신체 부 를 지

운 결과를 화면에 더링 하는 용도이다. 

[Fig. 3] (a)는 첫 번째 카메라를 통해 인식한 

실제 세계의 상이다. [Fig. 3] (b)는 실제 세계 

상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신체 부 를 

Segmentation 하여 신체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하

고, 나머지 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한 상인데, 이 

상에는 빨간색의 정도를 통해 카메라와의 떨어진 

정도 한 표 된다. 

이후에는 다른 한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 

처리된 이미지 [Fig. 3] (b)를 이미지 마커로 활용

하여 증강 실 콘텐츠 속 가상의 오 젝트[Fig. 3] 

(c)와 사람의 신체 부 의 치 계를 정확히 규

정해 다. 이 작업을 해서는 Unity에서 지원하는 

Stencil 기능이 필요한데, Stencil을 이용하면 특정 

픽셀을 보존하거나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9,10]. 

[Fig. 3] (d)는 Segmentation 된 이미지 [Fig. 3] 

(b)를 이용하여 기존의 가상의 오 젝트[Fig. 3] 

(c)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가상의 오 젝트의 

픽셀을 버려 가상의 오 젝트가 실제 사람의 신체 

부 를 가리는 상을 방지하 다[Fig. 3] (e).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실제 상에, 상 속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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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역이 제외된 가상의 오 젝트를 오

버랩 시키는 방법으로 실감 있는 증강 실을 

구 하 다.

[Fig. 4] An image that people occlusion 

and cutoff applied 

[Fig. 4]는 카메라의 치를 기 으로 실제 사람

의 신체 부 가 가상의 오 젝트보다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사람의 신체 부 가 가상의 Object에 

의해 가려지지만 사람의 신체 부 가 가상의 

Object 보다 가까울 때에는 가상의 Object가 사람

의 신체 부 에 의해 가려지는 기능을 보여 다.

AR Foundation의 단순 RGB 카메라 일지라도 

3차원 카메라로 은 이미지와 비슷한 결과를 

더링 할 수 있는 기능과 이미지 마스크에 한 

Cutoff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된 알  값 이하의 

부 는 마스크가 용되지 않아 가상의 Object가 

사람의 신체 부 를 가리는 효과를 구 하 다. 그

리하여 카메라로부터 상 으로 가까운 엄지는 가

상의 오 젝트 앞에 더링 되지만 검지나 가타 

손가락은 인체가 가려지는 데에 한 솔루션이 

용되지 않아 가상의 오 젝트에 가려진다.

3.2 가상 오 젝트의 디스 이 시간 지속을 

    통한 몰입감 개선

증강 실 콘텐츠  보드게임과 같이 마커를 기

으로 가상의 오 젝트를 보여 지 보여 주지 않

을지를 결정하는 콘텐츠에서 실감에 향 주는 

요소 2가지를 해결하여 실감을 높여주고자 한다. 

마커에 의존하는 콘텐츠는 우선 마커 이미지에 

포함되는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여 간직하고 있다가 

카메라 상에 마커가 보이면 가상의 오 젝트의 

크기를 연산하여 가상공간에 더링 된다[11]. 이

와 같이 마커를 활용한 증강 실 콘텐츠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물체가 마커를 가리게 되어 마

커의 식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마커를 놓치면 순간 으로 동안 가상의 오 젝트가 

사라졌다가[Fig. 5] (a) 다시 생성되게 되는데, 이

런 상은 가상의 오 젝트를 깜빡거리게 하여 콘

텐츠의 실감을 떨어뜨린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

안 마커의 Tracking을 놓친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가상의 Object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의 자리에 치시켜 시각  이질감을 일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마커의 식

별을 실패한 시 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연산하여 

짧은 시간 동안 마커의 원래 치를 유지시켰다.

  

[Fig. 5] (a) The virtual object disappeared 

soon. (b) The virtual object keeps showing 

without the marker for a shor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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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커가 부분 으로 가려진 경우 해결 솔루션

마커가 카메라 화면에 보이면 마커에 해당하는 

가상의 오 젝트는 더링 된다. 하지만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커가 보이지 않을 때 가상의 

오 젝트를 더링 하는 시간을 지연하게 되면 

[Fig. 6] (a)와 같이 가상의 오 젝트는 실제 지정

된 치가 아닌 치에서 끌려 다니는 문제가 발

생한다.

[Fig. 6] (a) Incorrect position of the marker 

and virtual object. (b) The calculated position 

of a virtual object from camera movement.

    
  

  

  ∙       (eq. 1)

이 상을 해결하기 하여 우리는 카메라가 마

커를 잃은 시 으로부터 매 임 당 카메라의 

포지션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동 행렬을 추론했다. 

그리고 이동 행렬의 역행렬과  임의 가상 

오 젝트의 치의 을 통해 카메라가 마커를 

잃은 상황에서도 가상의 오 젝트의 치를 알 수 

있게 했다. i는 카메라가 마커를 잃은 시 으로부

터 다시 마커를 식별할 때까지의 시간 차이고 

은 가상의 오 젝트의 치이며 은  카메라

의 포지션 변화로 계산된 카메라의 이동 행렬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커를 잃었을 때도 카메라의 

이동으로부터 마커의 치를 추 해서 [Fig. 6] (b)

와 같이 올바른 치에 더링 될 수 있다. 

[Table 1]은 연구를 통해 개선된 부분을 보여

다. 

구분 상황 개선 개선 후

공간

감

물체가 가상의 

오 젝트 앞에 

놓여 가릴경우

물체가 

가려짐

가상의 

오 젝

트가 

가려짐

마커 

인식

마커가 

순간 으로  

가려질 경우

가상의 

물체가 

깜빡거림

 가상의 

물체가 

깜빡거

리지 

않음

카메라의 

움직임에 의해 

마커 식별을 못할 

경우

가상의 

오 젝트

가 이상한 

곳에 치 

or 사라짐

가상의 

오 젝

트가 

한 

곳에 

치

[Table 1] Summary of AR improvements by out method

4. 결  론 

증강 실에서 실제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자

연스럽게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지기 해서는 아직

은 많은 기술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하나는 공간감에 

한 문제인데, 사람의 신체 부 가 가상의 오 젝트

보다 화면상 앞에 치해 있을 때도, 가상의 오

젝트가 앞에 존재하여 사람의 신체 부 를 가리게 

되어 발생하는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마커 인식과 

련된 문제이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 

부분만 복제한 이어를 만들어,  가상의 오 젝트 

이어 인 최상단에 신체 부 가 복제된 이어

를 치시켜 증강 실 내의 공간감이 무시되어 충

돌되는 상을 해결하 다. 두 번째 마커 인식과 

련된 개선은, 마커 인식에 딜 이를 주어 카메라

가 마커를 순간 으로 놓쳐도 깜빡거리지 않도록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마커의 이미지가 뭉개

져서 인식되지 못할 때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마커의 치를 역 추 하여 해당 치에 놓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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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개선하 다. 이 두 가지의 개선으로 좀 더 

실감 있는 증강 실을 구 하여 사용자들이 실제

와 가상의 공간이 하나로 잘 합쳐진 공간이 되도

록 하 고, 콘텐츠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이 강화되

어도 마커를 잃지 않아 가상의 오 젝트가 해당 

치에 잘 형성되어 콘텐츠에 더욱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 다.  

 5. 추가 연구

증강 실 게임에서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의 완

벽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구성하기 해

서는, 가상의 공간에서 보이는 실세계 오 젝트들

이 사람의 신체 부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

물들과 상호작용이 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컴

퓨터 비  기술을 바탕으로 공간과 여러 물체들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오 젝트들과 상

호작용하며 실감 있어 증강 실에 기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공헌할 계획이다. 4차 산업 명 

시기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  기술이 많은 발 을 

가져온 만큼 그 기술을 충분히 녹여 증강 실을 

활용한 콘텐츠에 목시킨다면 더욱 다양한 실세계 

오 젝트를 가상세계에서 식별하고 가상의 오 젝

트와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다면 더욱 실재감 

있는  증강 실에 사용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공헌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깊이 마스크

는 정확한 거리감 측정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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