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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AR 시스템을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반 가상 이미지 중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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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less Superimposition Technique of Virtual Objects for AR System of Excavator 
Based on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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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with having a great interest of the general public for the AR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here have been lots of study to improve efficiency of a construction equipment with applying the AR technology to 
a construction equipment. The clear extrinsic calibration is essential to applying AR technology at the construction 
site without any error which came from superimposition between ‘Real world’ and ‘Virtual world’. However, on the 
construction site, the clear extrinsic calibration is not possible, because of lack of time and budget for the specific 
survey, also, the huge error of the outdoor tracking system such as gyro, GPS system and so on. In this study, we do 
research about seamless superposition with unclear extrinsic calibration and the image process method for making AR 
navigator operating in the excavator. Based on this study, we figure that we can fully develop the AR navigator for the 
excavator. Furthermore, thereby operating AR navigator at many construction sites, we expect that the efficiency of the 
excavator will be improved. In addition, we can develop AR navigator for not only a excavator but all about construc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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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7월 ‘포켓몬 고’의 출시와 성공, 또한 정부의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산업 투자 계획 발표들로 인

해, 대중들의 AR 기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해졌다. 건

설 분야에서도 최근 십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사용가능한 AR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 AR

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러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토공 건설장비용 AR 시스템인 AR 네비게이터 개

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사전연구로 Song et al. 

(2016)은 건설현장의 굴삭작업에서 AR 기반 시스템을 이용할 

때,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인 4가지 시각정

보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R 네비게이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AR 네비게이터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화면을 

통하여 보이는 작업현장의 현실 이미지 위에 필요한 정보를 지

닌 가상 이미지를 매끄럽게 중첩(Superimposition)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카메라 화면으로 투영되어지는 실제 세상 위에, 

AR 이미지를 매끄럽게 중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내의 가상세

계와 실제 현실세계를 맞추는 작업인 카메라의 보정작업, 즉, 

정밀한 외부 표정(Extrinsic Calibration) 작업이 필수적이다.

정밀한 외부 표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트래킹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GPS와 경사계로 구성된 야외용 트

래킹 시스템은 정교한 외부 표정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기

술상 한계가 존재하여 그 오차가 상당하다. 외부 표정 작업에 

한하여 트래킹 오차를 보완하려 해도 정밀한 측정을 위한 많

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측량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

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정확한 외부 표정작업을 하는 것은 실

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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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부 표정

에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버킷 끝

단의 감지(Detecting)를 이용하여 가상 이미지를 매끄럽게

(Seamless) 중첩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설장비 중 굴삭기를 기준으로 본 연구진이 개

발 중인 AR 네비게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AR 네비게이터의 

작동에 필요한 버킷의 끝단의 3차원 위치 좌표(XB, YB, ZB)

와 굴삭기 중심의 3차원 위치 좌표(Xc, Yc, Zc)는 머신가이던

스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1). 또한 머신가이던스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각 

좌표들은 GRS 80 타원체의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

좌표계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중첩기술은 상대좌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굴삭 작업 중에는 버킷 끝단이 지형지물에 가려지거나 

화각에서 벗어나 카메라 영상에서 버킷 끝단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 영상에 버킷 끝단

이 확보되는 경우와 함께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였다. 먼

저 버킷이 카메라 화면상에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미지 프로세

싱을 통하여 시스템이 버킷 끝단을 감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버킷이 카메라 화면상에 사라진 상태에서는 마지막으로 버

킷 끝단이 감지되었을 때의 정보를 기점으로 버킷 끝단과 카

메라 사이의 거리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버킷 끝단을 추정하

도록 하였다. 추정된 버킷 끝단의 정확도는 한국도로공사의 

토목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토공의 오차범위인 ±3cm으로 한

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2).

Fig.1. Given 3D points of center of a excavator and a bucket tip 

from the machine guidance

2. 선행연구 조사

기존 건설 분야에 적용된 AR 관련 연구들은 트래킹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마커를 인식하여 마

커를 기준으로 AR 이미지를 카메라화면에 중첩시키는 연구

와, 마커 없이 특정한 건물이나 표식 혹은, GPS 시스템과 같

은 외부용 트래킹 시스템을 기반으로 AR 이미지를 카메라 화

면에 중첩시키는 연구이다.

마커를 이용한 트래킹 시스템은 별도의 복잡한 외부 표정 

없이 AR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 분야

에서 연구된 마커를 인식하여 AR 이미지를 카메라 화면에 중

첩시키는 대표적인 AR 연구로, 시공기간의 흐름에 따라 마커

를 건물 각 구석에 설치해놓고, 추후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존재한다(Park et al., 2005).

하지만 이러한 마커들은 시공이 마무리된 벽체에 주로 설치

하게 된다는 점에서 토공 현장 시공 중에는 실현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굴삭작업의 특성상 굴삭

작업 현장은 사방이 흙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마커를 설치

할 곳이 마땅치 않고, 만약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흙먼지, 

건설장비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현장에 AR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선 마커에 비의

존적인 AR 시스템의 트래킹을 이용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마커에 비의존적인 AR 시스템에 관한 연구 중, 건설 분야에

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방법은 주로 카메라 화

면 내의 특정한 구조물이나, 특정한 이미지 표식을 이용하여 

이미지 감지를 진행한 뒤, 카메라 화면에 AR 이미지를 중첩시

키는 것이다(e.g. Jeong et al., 2009; Carozza et al., 2012).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마커를 인식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표식

이 될 만한 시설물의 특징점을 미리 학습한 뒤, 카메라 영상에

서 해당되는 특징점을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완공된 시설물에 적용했을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

법이다. 그 예로 Moon et al. (2015)은 BIM 모델에서 이러한 

특징점을 미리 지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AR 시스템

의 트래킹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의 상황과 형

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징점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때문

에 특징점을 이용한 AR 시스템 또한 현장에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건설현장에서는 마커뿐만 아니라 특징

점에도 비의존적인 외부용(Outdoor) 트래킹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현장에서의 AR 적용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GPS, 경사계, 관성센서 등에 기반을 둔 외부용 트래

킹 장비에 기반을 두었다. 예를 들어 Lertlakkhanakul et al. 

(2006)은 미리 저장된 카메라 영상과 GPS 수신기로 얻어낸 3

차원 위치정보를 결합시켜 전체 건축 공정을 시간의 흐름대로 

보여주는 4차원 모바일 증강현실시스템을 개발하였고, Schall 

et al. (2009)는 GPS기반으로, 이미 설치된 지하구조물들을 

AR 이미지로 보여주는 모바일 기기인 Vesp’ R을 개발하였다. 

또한 Behzadan et al. (2011)은 실외 구조물을 위한 AR 기반 

3D 모델링 툴인 ARVISCOPE를 개발하였는데 이들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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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GPS와 모션 트래킹을 기반으로 하였다. Kim et al. (2014)

는 실외의 맨홀의 GPS 위치정보를 수신한 뒤, 각 위치정보를 

기점으로 배관 등의 폐색 구조물들을 AR 이미지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GPS 등에 기반을 둔 외부용 트래킹 시스템의 문

제점은 트래킹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Wang et al., 

2014). 때문에 앞서 서술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오차

는 감수되어 수행되었고, 몇몇 연구에서만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추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오차를 개선하려 하였다. 특

히 GPS의 트래킹 정확성이 관건인데 정밀 관측 방법인 RTK 

(Real Time Kinematic)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5cm정도의 오차는 발생한다(Bulbul et al., 2016; Benson, 

2015). 설령 GPS 수신기의 움직임이 발생할 때 생길 수 있

는 동적오차(Dynamic Error)가 없다 하더라도, 카메라와 트

래킹 시스템의 위치 및 방향의 오프셋(Offset)이 보정되지 않

는다면, 트래킹 시스템을 통한 카메라의 위치(Xcam, Ycam, 

Zcam)와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pan, tilt, roll)은 정확하게 

트래킹 할 수 없게 된다(Fig. 2). 

Fig. 2. Pan, Tilt, Roll

여기서 오프셋을 보정한다는 것은 GPS시스템으로부터 

각 X, Y, Z방향으로 카메라의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있는

지, 또한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의 각도가 각각 얼마인지 많

은 횟수로 트래킹한 뒤 Least Square 방법을 이용해 최적의 

Parameter값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Shin et al., 2010). 

하지만 트래킹의 오차로 인하여 Least Square 방법으로 얻어

진 Parameter값에도 오차가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GPS를 통해서는 정교한 외부표정에 필요한 정

확한 트래킹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GPS를 

이용한 AR 시스템은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하여 오차를 포함

하게 되고, 이러한 정교하지 않은 트래킹으로 인해 외부 표정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PS를 기반으로 둔 트래킹 시스템에서 외부 

표정에 오차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을 이용

하여 영상내의 버킷의 위치를 정확히 추정하고 가상 이미지가 

매끄럽게 중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GPS트래킹 

시스템을 이용하되,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버킷의 형상을 

학습하여 특징점을 잡아내어 부정확한 외부표정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가상 버킷의 중첩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3. AR 네비게이터
Song et al. (2016)은 굴삭기를 위한 AR 네비게이터의 주

요 시각정보 중 일부로‘굴삭 바닥면에 대한 실시간 현황’과‘버

킷의 이동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

러한 시각정보를 AR 네비게이터에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굴삭기 버킷의 끝단과 지면 사이의 연직 거리’

와 ‘굴삭기 버킷의 끝단과 굴삭 계획고 사이의 연직거리’를 가

상의 수직선을 버킷 끝단에 중첩시켜 보여주는 방식의 시스템

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방식은 깊은 구간 굴삭 시 굴삭 바

닥면 및 굴삭 계획면에 대한 버킷의 실시간 접근 현황을 가상 

선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AR 네비게이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자면, 앞서 서술한 ‘굴

삭기의 버킷의 끝단과 지면 사이의 연직거리’를 카메라 화면

에 표현하기 위해, AR 네비게이터는 실시간 지형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버킷과 임의 시점에서의 현장 지면 간 연

직거리를 가상선 및 수치정보의 형태로 보여준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현재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버킷이 지면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굴삭기 버킷 끝단과 

굴삭 계획고 사이의 연직거리’를 제시하기 위해 설계도면 데

이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버킷과 임의 시점에서의 설계 목표 

깊이까지의 거리를 가상선 및 수치정보의 형태로 보여준다. 

만약 깊은 구간의 굴삭 시 보이지 않는 굴삭면 내부 상황을 가

상선의 형태로 제시하여 시야에 의존한 직관성이 향상되어 작

업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AR 네비게이터에서 이용하는 지형도는 동쪽과 북쪽 방향

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미리 정의되어있는 위치를 표현하는 

점들과 이 점들을 잇는 선분으로 표현되는 2.5D의 격자형으

로 된 메쉬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버킷 끝단의 위

치에서 중력방향으로 지형도에 투영했을 때 생기는 투영점

이 각 메쉬 내에 위치했을 때 지형도로부터 해당 지형의 지형

고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

서 서술한 AR 네비게이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직거리 

계산은 Bilinear Interpolation 방법을 이용한다. Fig. 3에서

처럼 해당 버킷이 E지점에 위치했을 때 지형도 상의 지형고

(ZEarth)값을 Bilinear Interpolation 방법을 이용한 식 (1), (2), 

(3), (4), (5)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식 (1), (2), (3), (4)는 Fig. 3

에 표현된 각 변수들( )은 2.5D의 지형도와 버

킷의 3차원 위치값을 이용해 구할 수 있고, 해당 변수들과 

Bilinear Interpo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Bilinear Interpolatin 

parameter ( )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들 변수들과 

메쉬의 모서리 부분인 A, B, C, D의 표고값(Z )을 식 (5)에 대

굴삭기 AR 시스템을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반 가상 이미지 중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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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계산하게 되면 ZEarth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

세계에서 버킷부터 지면까지 거리의 추정치는 버킷의 표고값

(ZB)에서 지형도의 지형고를 뺀 값, ZB-ZEarth가 된다.

Fig. 3. Concept of the bilinear interpolation

Bilinear Interpolation 방법을 통해 구한 버킷으로부터 지

표면 및 굴삭 계획고까지의 연직거리를 AR 네비게이터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AR 네비게이터의 개념

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 보는 것처럼, AR 네비

게이터에서는 제공하려는 정보들을 녹색 선과 자주색으로 표

현된다. 녹색은 버킷의 높이좌표와 지반고 사이의 연직거리를 

표현하며 왼쪽 하단의 녹색 박스 안에는 m단위의 수치로 표

현되었다. 자주색은 버킷의 높이좌표와 계획고 사이의 연직거

리를 표현하며, 왼쪽 하단의 자주색 박스 안에는 m단위의 수

치로 표현되었다.

Fig. 4. Concept of operation of the AR navigator

4. 이미지 프로세싱 기반의 중첩기술

AR 네비게이터의 실질적 어려움은 위에서 서술했듯이, 트

래킹 오차로 인해 정확한 외부 표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외부 

표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카메라 화면에 투영되는 버킷 위치에 

중첩 되는 선이 버킷과 떨어져 표현되어,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정보가 오히려 사용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정보가 될 위험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버킷이 카메라에 확보되

는 상황에서는 카메라 화면에서 버킷 이미지를 감지해내는 이

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 버킷 끝단 영상 기반의 중첩 기법

을 제시하고, 버킷이 땅속에 묻혀 있어 카메라 화면에서 버킷

이미지를 트래킹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마지막으로 감지된 

버킷 이미지 프로세싱 정보를 활용, 계속 추정기반의 중첩기

법을 제안한다.

4.1 버킷 끝단 영상 기반의 중첩 기법

굴삭 작업중에는 Fig. 5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 굴삭기

의 이미지에서 빨간색 굴삭기의 이미지로, 굴삭기 팔의 이동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서술한 이미지트래킹은 Fig. 

5의 노란색 굴삭기의 형태처럼, 굴삭기가 카메라 화면상에 확

보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Fig. 5. Superimposing position on a camera view of the real bucket tip

카메라를 통해 현장에서 굴삭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카메라 화면상에서 버킷의 끝단은 이빨모양같이 울퉁불

퉁 하다는 큰 특징(Feature)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지 트

래킹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카메라 화면상에서 버킷을 찾아

낼 수 있다.

이미지 프로세싱은 픽셀 기반의 영상에서 취득한 영상자료

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영상의 특징을 찾는 디텍팅 기법과 픽셀의 위치정보등을 이용

한 프로세싱 기법을 주로 다룬다. 이미지 디텍팅 기법은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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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이미지를 미리 학습해두고, 추후 취득하는 영상에서 

학습해둔 이미지를 감지해내는 기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버킷의 끝단이 울퉁불퉁하다는 특징을 통해 버킷 이미지 프로

세싱을 진행하게 된다.

버킷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현장에서 실

제 촬영된 굴삭기의 구동 영상 및 버킷 사진을 이용하여 카메

라 영상속의 울퉁불퉁한 버킷의 특징을 학습시킨다. 뿐만 아

니라 버킷이 아닌 부분의 학습 역시 진행하여 카메라 영상에 

위치한 버킷인지 아닌지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다. 버킷의 특징을 학습시켜 실제 굴삭 현장에서 구동할 때 버

킷을 감지해낸 뒤, 버킷의 최하단부가 위치하는 카메라 화면

상 픽셀 위치의 시종점을 알아낸다. Fig. 6 은 이미지 프로세

싱을 통해 얻어낸 카메라 화면상의 버킷 끝단 위치에 시종점

을 잇는 파란 선이 중첩되도록 AR 네비게이터에 표현하는 개

념을 나타낸 모습이다. 이때, 우리가 머신가이던스로부터 제

공받아 실시간으로 트래킹 가능한 버킷의 3차원 위치 좌표는 

카메라 화면상에서 가상 이미지가 중첩되어 파랗게 칠해진 버

킷의 시점과 종점의 중간지점의 위치이므로, 파란선의 중점이 

버킷위치가 된다.

마지막으로 ‘버킷으로부터 지면 및 굴삭 계획고 사이의 거

리’를 표현하는 AR 네비게이터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앞서 

서술한 Bilinear Interpolation 방법을 이용해 각 연직거리를 

계산한 뒤, 카메라 화면에 중첩시켜야 한다. 카메라 영상 위에 

파란선으로 표시된 버킷 끝단의 실제 폭은 1m이므로, 시종점

의 픽셀 수는, 카메라 영상이 투영되는 투영면과 평행하고, 실

세계 굴삭기 버킷 끝단의 3차원 위치좌표를 포함하는 가상 면

에서의 1m당 픽셀수와 같다.

하지만 카메라의 방향은 가상 이미지 중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Parameter인 tilt만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즉, 카메라가 지면방

향으로 tilt의 각도만큼 기울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표현되는 

1m당 픽셀수와 실제로 표현해야할 연직거리에 대한 1m당 픽셀 

수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표현해야하는 가상의 선은 실

제 거리에 cos(tilt)배 해준 수치로 변환한 픽셀 사이의 거리로 표

현하여야 한다. 만약 Fig. 5처럼 그려진 파란선의 총 픽셀수가 

개라고 가정한다면 AR 네비게이터 녹색선으로 표현되어야 할 

‘굴삭기 버킷의 끝단과 지면 사이의 연직 거리’는 식 (6)과 같다. 

4.2 계속 추정 기반의 중첩 기법

하지만 Fig. 5의 노란색 버킷의 위치에 있던 굴삭작업이 진

행되어 빨간색의 위치로 버킷이 이동하게 되면, 버킷이 지면

에 가려져 카메라 화면에서 버킷이 확보되지 않고, 굴삭기 버

킷 이미지의 특성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

로 버킷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계속 추정을 기반으로 트래킹

을 시도한 뒤 중첩을 시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속된 추정 기반의 중첩 기법의 구

현을 위해선 카메라의 위치와 버킷의 위치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머신가이던스에서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굴삭기의 중

심좌표를 이용한다. 또한 Fig. 7에 표현된 것과 같이 굴삭기의 

중심의 위치(A지점)로부터 각 축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각 오프셋의 정보(Xoff,Yoff, Zoff)와 카메라가 중력방향

으로 얼마나 틀어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각도 

정보(tilt)를 측정하게 되면, 카메라 중심의 3차원 위치(B지점)

를 알아낼 수 있다.

Fig. 7. Offsets of each direction for the extrinsic calibration

카메라와 먼저 중첩을 진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미지 프

로세싱이 완료된 이미지를 기점으로 계속 추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미지 프로세싱이 가능한 마지막 버킷 위치의 1m당 

픽셀수 정보 및 카메라 영상 내의 좌표 정보, 카메라의 focal 

length( ), Fig. 8에서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의 위치부터 카

Fig. 6. Pixel location information about line of 

bucket tip on camera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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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영상에 마지막으로 트래킹이 가능한 버킷위치에서의 버

킷 끝단까지의 거리( 1)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서 Fig. 8은 

Fig. 5를 υ-υ' 축으로 자른 면으로 버킷 끝단을 투영한 그림

이고, Fig. 9는 Fig. 5를 μ-μ' 축으로 자른 면으로 버킷 끝단을 

투영한 그림이다.

이후 굴삭작업이 진행되어 실제 버킷이 땅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을 때, 카메라의 위치와 버킷 끝단의 거리( 2)는 각 

버킷좌표와 카메라의 좌표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각 거리와 

미리 확보된 트래킹 된 마지막 1m당 픽셀수 정보를 이용하면, 

Fig. 9에서처럼 버킷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1m당 픽셀수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 미리 확보된 트래킹된 마지막 1m당 픽

셀수가 라면 버킷이 보이지 않을 때의 픽셀수는 계산하면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또한 굴삭기의 특성상 굴삭 작업 시 붐, 암, 버킷의 움직임은 

상하운동으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카메라 화면상 버킷 끝단

의 μ좌표값은 변하지 않고, υ좌표값만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Bilinear Interpolation 방법으로 계산된 

버킷으로부터 지표면 및 굴삭 계획고까지의 연직거리를 표시하

기 위해선 △υ 값을 추정해야 한다. △υ는 카메라 영상 내에서, 

버킷에 움직임에 따른 픽셀 위치의 연직거리를 의미한다.

△υ를 구하기 위해서 Fig. 8을 상세하게 그려보면 Fig. 10과 

같이 재구성 할 수 있다. Fig. 10를 통해 볼 수 있듯이, 1은 1

과 2가 이루는 각도이고, 각 버킷의 위치에 따른 좌표 값과 카

메라 중심의 좌표 값을 코사인 제 2법칙을 이용하면 1을 계산

할 수 있다. 2는 카메라 중심선과 2가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

고, 이는 카메라 중심을 지나고 지표면과 평행하고, μ-μ' 축에 

직각인 선분을 지나는 임의의 점(R)를 이용해 계산 가능하다.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2는 ∠QPB과 ∠QPR(= tilt)의 차

로 표현된다. 2' 는 1과 2를 이용해 구해낼 수 있고, 구한 값

들을 이용해 △υ를 계산하면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Fig. 8. Changing location of bucket tip points on υ-υ' axis cross 

section drawing

Fig. 9. Changing location of bucket tip points on μ-μ' axis cross 

section drawing

Fig. 10. Specific information of Fi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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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을 통해 구할 수 있는 해당 버킷위치의 픽셀 수는, 앞

서 서술했듯이, cos(tilt) 곱해 보정해주어야 한다. 보정된 픽셀

수와 식 (9)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카메라 화면상 버킷위치 변화

량인 △υ z값은 Fig. 11의 P1에서 P2로 이동한 카메라 영상에서

의 픽셀간 거리가 된다. 이를 AR 네비게이터 표현하면 Fig. 11

의 하단에 지면에 가려 보이지 않는 빨간색 가상 버킷위에 그

려진 것과 같은 AR 네비게이터의 화면을 얻어낼 수 있다.

5. 결론

AR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선 카메라가 구성하는 가상세계

와 실제 현실세계를 오차 없이 중첩할 수 있는 정밀한 외부 표

정이 필수적이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정밀한 외

부 표정을 위해선 카메라 위치의 정밀 측량이 필요하다. 하지

만 건설장비의 특성상, 같은 작업을 위한 장비라도, 각 건설

장비의 규격이 다르므로 건설장비에 설치할 때마다 측량을 해

야 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각 장비별 측량을 통해 정밀한 외부

표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재 야외용 트래킹으로 사용되는 

경사계와, GPS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오차로 인해 정밀한 트

래킹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건설장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

을 이용하여 카메라 영상에서 버킷을 감지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 이미지의 매끄러운 중첩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Song et al. (2016)의 연구에서 AR 기

반 건설장비 시스템 제공해야할 가장 중요한 시각정보로 언급

한 4가지 요소들 중 2가지의 요소(‘굴삭 바닥면에 대한 실시간 

현황’과 ‘버킷의 이동에 대한 실시간 현황’)에 주목하였다. 2가

지 요소를 효율적으로 AR로 제공하기 위해, 카메라 화면상으

로 투영되는 가상버킷의 매끄러운 중첩 기법이 중요하다. 또

한 건설 장비 중 굴삭기를 기준으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고, 머신가이던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버킷 끝단의 3차원 

위치 좌표와 굴삭기 중심의 3차원 좌표, 지형도 및 설계도 등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굴삭작업 중 버킷이 카메라 화면상에 확보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로 나누어 매끄럽게 가상이미지를 중

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먼저, 버킷의 이미지를 학

습 시켜 버킷의 특징을 찾아내었다. 이후, 버킷의 형상을 실시

간으로 감지해 가상버킷을 중첩하였다. 버킷이 카메라 영상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감지된 버킷의 위치

를 기준으로 해당 위치에서의 1m당 픽셀수 등의 데이터를 통

해, 버킷의 움직임을 계속 추정하여 가상이미지를 중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이용하면, 정밀하지 않은 외

부 표정을 이용하더라도 이미지 중첩의 부자연스러움을 최소

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AR 네비게이터에서 전달하

는 정보의 정확성과 전달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R 네비게이터를 이루는 시스템의 

이론적인 부분을 제안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 성능 평가 및 정확도 검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AR 네비게이터의 작동 확인 

및 AR 네비게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정확도 평가를 

포함한 여러 검증을 수반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 기존 EM알고리즘의 문제점인 반복횟수와 기존 MoG기법

의 정확성을 개선시킨 바 있는 t-distribution을 이용한 확률적 

추론 알고리즘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Aeschliman 

et al., 2010). 해당 알고리즘은 물체가 회전한 정도에 따라 다

르게 영상으로 비칠 때의 물체 인식능력을 높인 바 있어 회전

하는 버킷의 감지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추후 본 논문을 바탕으로 AR 네비게이터의 개발을 완료하

여 건설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굴삭기뿐 아니라 다른 건설장

비에 적용될 수 있는 AR 기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장비 기반 토목 공정들이 자동화될 것이

라 기대한다.

Fig. 11. Changing information in AR naviga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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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증강현실(AR)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의 증가와 함께, 건설장비에 AR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R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선 실세계와 카메라의 가상세계를 오차없이 연결할 수 있는 정교한 외부 표정이 필수적
이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한정된 비용과 시간의 문제와 현재 상용화되어있는 야외용 트래킹 시스템(경사계, GPS시스템 등의 
오차로 인해, 정교한 외부 표정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굴삭기에 적용되는 AR 시스템인 AR 네비게이
터를 위하여 정교하지 않은 외부 표정을 이용하더라도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통해 가상 이미지를 매끄럽게(Seamless) 중첩시키
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건설장비에 특화된 AR 네비게이터의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또한 
개발된 AR 네비게이터를 건설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성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추후 굴삭기 뿐 
아니라 다른 건설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 AR 기반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 증강현실, 이미지 프로세싱, 중첩, 외부 표정, 굴삭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