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컴퓨터의 발 과 함께 우리는 로그램으로 구 된

다양한 종류의 가상의 환경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소

비하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를 사용하여 여태까지 평

면 화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넘어, 빠른 속도로 성장

하는 가상 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 실(AR:

Augmented Reality)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 3차원 공

간에서 가상 물체를 조작하며 콘텐츠를 즐기게 되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상 물체와 상호작용하기 하여 별

도의 컨트롤러(마우스, 게임패드 등)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손을 사용하여 직 사물을 잡거나 움직

일 때보다사실 인경험을떨어뜨릴수있다[1]. 최근에

는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신, 사용자의 손을 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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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의 물체를 조작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

지만 사람의 손을 추 하기 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

고손추 알고리즘이복잡하며, 가상물체를조작할때

허공에서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물을 조작할 때 사실

인 경험을 주기 어렵다.[2-5]

본 논문에서는 실제 물체를 사용하여 가상 모델을 동

기화하고 사실 인 경험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단일 카메라를 사용하여 물체의 종류와 방향을 탐

색하고 객체가 갖는 각각의 특징들을 데이터화 한다. 탐

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리엔진을 사용하여 동기화된

가상 모델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실제 물체를 조작하기

때문에가상공간에서물체를잡고움직이는경험을제공

받으며 사실 인 경험을 얻을 수 있다.

2. 본론

2.1 객체 특징 탐색 알고리

단일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제 물체를 이미지 형태로

입력받는다. 해당 이미지에서 객체의 특징을 탐색하여

구성해 놓은 가상환경으로 탐색 값을 송한다. 그 값에

따라 가상 모델을 동기화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Fig.

1 참고).

객체 특징 탐색은 종류 탐색과 방향 탐색 두 가지를

수행하며 각각 객체의 종류를 구분하고 객체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단하는데 사용된다. 촬 된 이미지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상처리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입체

퍼즐의 한 종류인 카오스 블록을 상 객체로 선택하여

각 탐색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6, 7].

Fig. 1. Flow Chart of Virtual Model Synchronization

2.1.1 류 탐색

여러 개의 상 객체를 구분하기 하여 각 객체들이

서로 색상이 다르다면, 색상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객체를구분할수있다. 색상탐색알고리즘은객체가

촬 된 이미지의 각 픽셀이 갖는 색상 BGR 값을 (x, y,

z)라고 표 하 을 때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8].

min min min       max max max  

이때, min min min 는 픽셀이 가질 수 있는 최솟

값, max max max는 최댓값이다. 해당 범 내의

BGR 값을 갖는 픽셀  을 일정 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입력된 이미지에서 해당 객체가 출 했다는 정보

와탐색하는색상의범 를 Table 1과 같이 BGR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Color m i n
 m in

 m in
 m ax

 m ax
 m ax



Red (20, 20, 120) (110, 110, 255)

Blue (175, 35, 25) (255, 100, 100)

Yellow (0, 180, 180) (135, 255, 255)

Green (40, 135, 10) (135, 210, 110)

White (245, 245, 245) (255, 255, 255)

Table 1. Color Range for each Block

촬 환경에 따라 입력받는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흰

바탕색에 일정한 조도를 갖는 촬 환경을 조성하 다.

종류 탐색 결과 값은 Fig. 2와 같이 Threshold를 취하여

binary 이미지에서흰색 역으로출력된다. 이이미지는

Input Image Red Blue

Yellow Green White

Fig. 2. Image Classification Detec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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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방향탐색진행시사용할수있도록 장하 다. 다

음과 같이각 색상에 하여색상 탐색알고리즘이 용

되어각 색상이분류되는것을 볼수있다. 이 방법은 본

논문에서 객체로 선택된 카오스 블록 외에도, 다른 형태

의객체집단을 분류할 때에도집단 내의객체마다다른

색상을 용하여 동일하게 종류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2.1.2 향 탐색

상 객체의 방향에 따라 객체가 설치되는 상태를 분

명하게 결정지을 수 있다면, 객체의 방향각에 따른 가상

물체의설치상태를결정지을수있다. 상과수직인상

태에서 촬 하 을 때 방향에 따른 객체의 방향각을 구

분할 수 있다.

Vertical horizontal Virtual Model
(a)

Vertical horizontal Virtual Model
(b)

Vertical horizontal Virtual Model
(c)

Fig. 3. Object Angles and Virtual Models

본 논문에서 선택된 상 객체는 총 3가지의 설치 방

향을 가지고 있으며 Fig. 3과 같이 방향에 따른 설치 결

과가 1:1로 응한다.

종류 탐색을 사용하여 얻은 바이 리 이미지에 에지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미지내의 직선을 찾는다.

이때수직·수평 각선에지탐색에강한 Canny 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9, 10]. Gaussian 필터 식 2를 사

용하여입력받은 상의노이즈를제거하고에지를검출

하 다.

 







 



때  ≤  ≤  

모서리 탐색을 완료하면 가장 긴 변을 기 으로 블록

의 각도를 구한다. 블록이 촬 될 때 오차범 를 고려하

여 Table 2와 같이 이를 구분하 다. 본 논문의 상 객

체의 설치 방향은 총 3 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a),

(b)방향 이외의 기울기는 (c)방향으로 단하 다. 결과

으로 상 객체의 각도에 따라 가상환경에서 설치될

가상 모델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Direction Angle(Θ) Angle(rad)

(a) 40° ~ 50° 0.69 ~ 0.87

(b) 130° ~ 140° 2.26 ~ 2.44

(c) otherwise otherwise

Table 2. Angle by object installation direction

2.1.3 탐색 보   동기화

객체 특징 탐색을 사용하여 얻어진 정보는 제작된 가

상환경으로 송되어가상모델의상태를결정하는데사

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Fig. 4와 같이 서로 다른

언어 환경을 통합하여 상 처리 결과 값을 가상환경으

로 송하 다[11-13]. 송된 정보는설치될가상모델

의 종류와 방향을 결정하여 UNITY상에서 출력된다.

Fig. 4. Development Language Conversion Steps

2.2 환경   현

알고리즘을 구 하기 해 상 객체를 선정하고 객

체에 한 가상 모델 가상환경을 제작하여 알고리즘

을 구 하 다. 구 상으로 선정한 카오스 블록은

Fig. 5와 같이 각 블록이 동일한 형태에 각각 크기와 색

상이다르며 이를사용하여각 블록을구분짓기 용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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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al Chaos-Block Image

상객체는객체특징탐색시, 종류탐색 방향탐

색수행시필요한조건을충족한다. 한 손을사용하여

직 으로 블록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알고리즘구 을바로확인할수있다. 모델동기화

에사용될가상환경을구성하기 해 UNITY 물리엔진

을사용하 다. 물리엔진은게임이나 화등의 3D 상

분야에서물체에작용하는물리 상을 로그램상으로

지원하여 기능 구 에 용이하다. 3D 상으로 결과를 실

시간 제공할 수있고, 평면서비스 VR/AR 환경 모두

구성가능하여모델동기화환경으로 합하다[14]. 한

가상환경에서 제공되는 가상 모델은 3D 모델링 제작

로그램에서 .obj 확장자로 제작되었다[15]. 이는 UNITY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오 젝트 확장자로 다수의

제작 로그램에서만들수있다. 각블록은동일한형태

를 가지며 그 크기와 색상으로 구분된다. 총 5개의 블록

을 실물과 동일한 수치에 따라 모델링 하 으며, 가상환

경과 실제환경이동일한 조건을갖도록각 모델에물리

효과를 용시켰다. 다음은 Fig. 1에서 제안된 알고리즘

순서도에 따라 기능을 구 한 과정이다. 모든 구 은

UNITY 상에서구 하 으며사용언어는C# 언어를사

용하 다.

객체 이미지를 입력하기 하여 단일 카메라를 사용

하여 상 객체를 수직으로 촬 하 다. 촬 시 카메라

와 객체의 거리는 약 50cm 두었다. 입력 이미지는 당

1번씩 갱신하 다. 이는 이후 실시간 동 상 입력 등을

통한 연속 입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입력 받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객체 특징 탐색을 진행

한다. 우선종류탐색을 한색상검출을진행한다. 촬

된객체의색상에따라 5가지객체 에서동일한객체를

분별한다. 이때결과이미지는 Fig. 2와 같이 binary 이미

지로 장된다.

종류 탐색에서 얻은 결과는 방향 탐색에 사용 된다.

binary 이미지는 캐니 에지 검출을 사용하여 모서리만

따로얻어낸뒤, 허 변환[16]을 사용하여가장 긴 에지

의 기울기를 구한다.

탐색에서 얻은 결과를 가상환경에 송하면 Table 2

에 따라 기울기에 따른 결과를 정하고 Fig. 3과 같이 모

델을출력하여가상모델을동기화한다. 이 동작을연속

해서 수행하여 Fig. 6과 같이 실제 객체와 가상 모델을

동기화 한다.

(a) Real Object (b) Virtual Model

Fig. 6. Virtual Model Synchronization

기능 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 을 확인하

다. 첫째, Fig. 2의 White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물체를촬 하는과정에서배경색과객체의색상이

겹쳐 객체를 제 로 분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문제에 해서 객체 단에 사용되는 색상을

배경색과겹치지않도록 조정해야 할필요가 있다. 둘째,

조명이 고르지 못한 촬 환경에서 상 객체의 색상이

변하여 입력되었을 때의 종류 탐색을 고려해야 한다. 해

당 알고리즘은 BGR 기반으로 색상을 탐색하고 그 종류

를 탐색하기 때문에 조명에 따라 색상이 매우 어두워지

거나 밝아질 경우 색상을 탐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하 다. 주변밝기에따른입력색의평 화과정을추가

하여 이를 상쇄하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제안된 모델 동기화 알고리즘을 구 하기 해 시스

템 구성 가상환경구성을 Table 3 Table 4로 정리

하 다. 본 시스템 구성은 객체 특징 탐색 처리

UNITY상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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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Contents

CPU i7-4470K

Memory 8GB RAM

Main sys. WINDOW 10

Camera HDCAM 1620-UVC AF 1080p

Tools Visual studio 2017, UNITY 2018.1.6f1

Language C#

IP library OpenCV 3.0

Table 3. System Configuration

Config Contents

Gravity Axle Y, -9.8m/s

Fixed object Floor, Holder

Moved object Virtual model 5 species

Moved axle X, Y, Z

Rotate axle [Fig. 4] (a), (b), (c)

Color RGB 256 colors

Right window Camera image

Left window Result image of OFD**

**Object Feature Detection

Table 4. Virtual Environment Configuration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제 물체와

가상 모델의 움직임을 동기화하는 것을 보 다. 객체의

움직임을탐색하기 하여객체의색상을탐색하여객체

의 종류를 구분하 으며, 객체의 설치 방향을 객체의 기

울기를 구하여 설치될 방향을 정하 다. 객체 특징 탐색

을 한두기능은색상탐색알고리즘과에지검출알고

리즘을 사용하고 이를 상처리 라이 러리(OpenCV)와

UNITY 물리엔진을 사용하여 구 가능함을 보 다. 본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게임 상의 가상 모델을 움직일 때,

해당 물체와동일한모형의 실제사물을움직여서좀 더

사실 인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 다. 이는

실체 물체를 사용하여 가상공간과 상호작용 하는

VR/AR interaction 서비스등에서활용가능성을 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선택된 상 객체인 카오스 블록은 색상

을 사용하여 각 물체의 종류를 구분하 으며, 블록의 설

치각도에따라 객체가 어떤형태로 설치되어 있는지

악할수있는가능성을보 다. 이를기반으로서로다른

객체를각각구분할수있는색상 상객체의각도를

탐색할수있다면, 어떤객체라도동일한객체특징탐색

알고리즘을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의 연구 주제를 확장하여 불특정한 객체

에 한객체 특징탐색 용방법, 서로다른촬 환경

(조명의밝고어두움등)에서 객체의 색변화보정방법,

카메라 치 변화에따른가상 모델동기화방법에 하

여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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