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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 기반의 AR(Augmented Reality) 기술이 이슈화됨에 따라 센서 기반의 AR 콘텐츠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센서 기반의 AR 기술인 P-AR(Pseudo AR)은 본질적인 AR이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영상제어를 통한 AR 기술인 V-AR(Vision AR)은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예로 ARToolkit 등 AR을 제어할 수 있는 툴들이 개발 진행 중인데, 센
서를 통해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P-AR 기술에 반해 V-AR은 영상 자체에서 이벤트를 제어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구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V-AR에서 영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상에

서 잡음 제거, 특정객체 인식, 객체 분석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다가올 V-AR 기술에 대비하여 영상에서 배경 제거, 특정객체 인식, 객체
분석 등 효율적인 AR 영상제어를 할 수 있는 CV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하였다.

본 논문은 2010년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최근 AR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AR을 이용한 디

지털 콘텐츠 생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

히 스마트폰 기반의 AR 기술이 이슈화됨에 따라 센

서 기반의 AR 콘텐츠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

그러나 센서 기반의 AR 기술인 P-AR(Pseudo

AR)[2]은 본질적인 AR이 구현되지 못하는 현실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영상제어를 통한

AR 기술인 V-AR(Vision AR)은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예로 ARToolkit 등 AR을 제어할 수 있는

툴들이 개발 진행 중인데, 센서를 통해 이벤트를 발

생시킬 수 있는 P-AR 기술에 반해 V-AR은 영상

자체에서 이벤트를 제어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구

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V-AR에서 영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상에서의 배경 제거, 특정객

체 인식, 객체 분석 등이 요구된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V-AR을 활용한 3D AR 영상

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기술 개발의 한계와 연구 개발 지

원의 부족으로 기술 향상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다가올 V-AR 기술에

대비하여 영상에서 배경 제거, 특정객체 인식, 객체

분석 등 효율적인 AR 영상제어를 할 수 있는 CV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하였다.

2. 관련 연구

2.1. AR

AR(Augmented Reality)란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이음새 없이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로 최근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완벽하게 컴퓨터로 구현된 가상환경인 가상현실에

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 안

에서 상호작용하는 사용자가 실제 세계처럼 현실감

을 느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AR은 실제 세계의

현실감을 유지하면서 가상 세계의 장점까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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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Ronald Azuma의 AR에 대한 정의가 그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AR의 목적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거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통해서 전체적인 AR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현실(Real-world elements)의 이미지와 가상

(Vitual reality)의 이미지를 결합한 것

· 실시간으로 인터랙션(Interaction)이 가능한 것

· 3차원의 공간 안에 놓인 것

AR은 다음 그림과 같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중간에 위치해 실제 영상과 가상의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하는 방법이다[4].

[그림 1] 밀그램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연속체계도

증강현실의 구현 방식들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5개 기술들이 있다[5].

① 위치인식 : 공간추적장치, 사용자센서감지, 환

경인식

② 생체인식 : 동작인식 미세조작, 사용자전자기

감지

③ 인공지능 : 다양한 S/W반응, 성장 시스템,

Profile 분석

④ 오감구현 : HMD, 3D 오디오, 하프틱, 전자코,

DataGlove

⑤ 모바일기술 : Wimax, LTE, MARS, DWARF

등 모바일에서의 증강현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인식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영상 잡음 제거, 특정객체 인식, 객체 분석을 하였

다.

2.1. CV

CV(Computer Vision)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한 분야로 어떤 영상에서 장면이나

특징(Scene of features)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6].

CV의 시각처리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화상처리 단계(Image processing stage)는 원래의

화상을 배경 분석 단계에서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시키는 단계이다. 다양한 필터링(Filtering)을 이

용해서 노이즈를 줄이고, 간선을 강조하기도 하며,

영역을 발견해내는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배

경 분석 단계(Scene analysis stage) 는 한 단계 처

리된 화상으로부터 에이전트가 임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정보 형태를 생성해내는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상처리 단계와 배경 분석 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효율적인 AR 영상 제어를 위한 CV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 개발하였다.

3. CV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

3.1. 영상 배경 제거

동적 영상에서의 배경 제거는 영상에 있는 실세계

의 객체를 제외한 배경화면을 동적으로 제거해 준

다. 예를 들어 화면에 등장한 배우만을 남겨두고,

3D로 구현된 배경화면을 삽입하여 영상을 재구성

할 수 있다.

동적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검은색으로 제거해

주도록 구현한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동적 영상 배경 제거

위 내용은 동적 영상을 제외한 배경을 검정색 픽

셀을 덧씌워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주었으나, 보다

향상된 구현을 위해서는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2. 특정객체 인식

특정객체 인식은 영상에 있는 실세계의 객체에서

특정 부분만을 인식하여 3D 객체를 덧씌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등장한 배우가 변신을 하는 과정

에서 얼굴에 3D로 구성된 마스크를 씌우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기술로 활용될 수 있

다.

특정 객체로 Haar 웨이블릿(Haar wavelet)을 활

용하여 얼굴을 인식하게 하였다. 좌측은 얼굴을 인

식한 내용이고 우측 AR은 얼굴이 없기 때문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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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특정 객체 인식

적분 영상(Integral image)을 활용하여 Haar 웨이

블릿 계산을 통해 얼굴 인식을 하였으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객체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정

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두운 영상에서 특정객체를 인식

하기 위해서 명암(Contrast) 값을 높여서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1이 모니터에 출력되는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식률을 높였다.

[그림 4] 명암 값을 통한 객체 인식률 향상

3.3. 객체 분석

객체 분석은 실시간 영상의 모서리(Edge) 추출을

통하여 해당 객체의 외곽선을 추출할 수 있다. 외곽

선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캐니(Canny) 외곽선 추출

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소벨(Sobel)과 라플라시

안(Laplacian) 모서리 추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벨 모서리 추출은 식(1)과 같은 1차 미분을 사

용하며, 이를 적용하여 좌측 영상과 우측 AR에 적

용한 화면은 다음과 같다.

  




··· 식(1)

[그림 5] 소벨 모서리 추출을 통한 객체 분석

라플라시안 모서리 추출은 식(2)와 같은 2차 미분

을 사용하며, 이를 적용하여 좌측 영상과 우측 AR

에 적용한 화면은 다음과 같다.

 






··· 식(2)

[그림 6] 라플라시안 모서리 추출을 통한 객체 분석

객체 외곽선을 추출하기 위해 식(3)과 같이 캐니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좌측 영상

과 우측 AR에 적용한 화면은 다음과 같다.

   



  


  




   




  


  




··· 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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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캐니 알고리즘을 적용한 외곽선 추출

4. 결론

AR 기술이 이슈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시스템 개

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이다. 이러한 추세

에 발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3D AR

영상 스튜디오 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CV 기반 실시

간 영상 분석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웹캠으로부터 들

어오는 입력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으므로 실험환경에 적합하다.

향후 연구로는 3D AR 영상 스튜디오를 개발하기

위하여 CV 기반의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며, 정확률

을 높이기 위해 보다 향상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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