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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증강현실 시스템에서 마커가 가려진 상황에서도 강건한 마커 검출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징 점들을 이용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가려진 마커를 효율적으로 검출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 등록된 마커와 가려진 마커가 포함된 입력 영상을

Affine-SIFT (ASIFT, Affine-Scale Invariant Features Transform) 방법을 이용해 정합된 특징 점들을 검출한다. 두 번째 단

계로 정합된 특징 점들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기 위하여, 등록된 마커의 특징 점들에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하고 제 1 주축과 제 2 주축으로 사영한 후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에 대한 평균값을 타원의 장축과 단축으로

지정한다. 세 번째 단계로 마커의 기하학적인 왜곡을 추정하기 위하여 특징 점들이 이루는 Convex-hull 지점들을 다각형의 꼭

짓점으로 정한다. 마지막 단계로, 입력영상에 정합된 특징 점들의 기하적인 왜곡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마커의 가려진 환경에

서도 강건한 마커 검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method of marker detection robust against marker occlusion in augmented reality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four steps. In the first step, in order to effectively detect an occluded marker, we first utilize

the Affine-SIFT (ASIFT, Affine-Scale Invariant Features Transform) for detecting matching points between an enrolled

marker and an input images with an occluded marker. In the second step, we apply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or eliminating outlier of the matching points in the enrolled marker. And then matching points are projected to the

first and second axis for longest value and the shortest value of an ellipse are determined by average distance between

the projected points and a center of the points. In the third step, Convex-hull vertices including matching points are

considered as polygon vertices for estimating a geometric affine transformation. In the final step, by estimating the

geometric affine transformation of the points, a marker robust against a marker occlusion is detected. Experimental results

have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 effectively detects occlude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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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증강현실은 실제 환경에 가상의 객체나 정보를 합성

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가상의 공간과 사물만을 대상

으로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는 달리 증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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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현실 세계의 환경에 가상의 대상을 결합시켜 현실

의 효과를 더욱 증강시키는 것이다. 즉, 3차원의 공간을

촬영한 입력 영상에 가상의 객체와 같은 정보를 실시간

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실세계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분야이다[1]. 예를 들어 스마

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을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상점의 위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입체영상으로 나타

나며, 원격의료진단, 방송, 건축 설계, 제조공정 관리 등

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 되면서

위치 정보와 함께 쇼핑, 식당, 관광, 날씨, 게임 및 모바

일 솔루션 업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증강현실 시스

템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증강현실 시스템들에서는 마커를 이용한 증

강현실(Marker-based Augmented Reality) 기법과 마

커를 사용하지 않는 증강현실(Markerless-based

Augmented Reality)기법들이 활용된다. 마커를 사용하

지 않는 증강현실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인식률이 높

은 마커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은 객체를 증강시키기

위한 기준 좌표를 찾기 위해 마커를 검출해야한다. 그

러나 마커가 장애물 등에 의해 가려져 마커를 검출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객체를 증강시키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마커 기반의 증강현실

시스템에서 마커가 가려진 상황에서도 그 마커를 검출

함으로써 가상 객체를 효과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마커의 정확한 검출은 증강현실 시스

템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에 강건하게 마커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되고 있다. 마커의 가려짐에 따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ARTag, ARToolKitPlus 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마커의 가려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마커가 아닌 다중 마커를 사용하거나 단일

마커라도 ARTag는 제한된 수의 마커를 제공한다. 그

리고 ARToolKitPlus는 마커의 가로 길이의 가변적인

형태를 제공하지만, 다중 마커는 단일 마커들의 집합이

기 때문에 마커가 심하게 가려질 경우에도 인식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HIT 연구실에서 개발한

ARToolKit은 대표적인 마커 기반 증강현실 플랫폼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2]

. ARToolKit의 가장 큰 문

제점은 불안정한 마커 검출에 있다. ARToolKit의 마커

예제들의 모서리에 손이나 장애물 등에 의해 가려진 현

상이 발생하게 되면 객체를 증강시키지 못하는 문제점

이 존재한다. 또한 마커 검출 단계에서 마커 내부영역

을 입력영상의 마커 후보영역들과 템플릿 정합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마커 패턴으로 인식해버리는

낮은 정합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마커의 가려짐으로 인한 ARToolKit의 불안정성 문

제를 극복하기위해 캐나다의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NRC)에서 ARTag를 개발하였다
[3]

.

ARTag는 마커 코드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된

인식 성능 보장과 제한된 수의 마커를 제공한다. 그림

1과 같이 마커 가려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수

의 단일 마커와, 그림 2와 같이 여러 마커의 집합인 다

중 마커를 사용하였다. 하만 다중 마커는 공간상의 제

약과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마커

기반이기 때문에 마커가 심하게 가려질 경우 정합률이

떨어진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대학(Graz University)에서 개

발한 ARToolKitPlus는 4096개 까지의 ID 기반 마커를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의 마커 기반 인식 기법을 제공한

다
[4]

. 그림 3은 ARToolKitPlus 플랫폼을 이용해 가려진

마커를 검출한 결과 영상이다. 결과 영상에서 볼 수 있

그림 1. ARTag를 이용한 객체의 증강 결과

Fig. 1. Results of augmenting object by using the

ARTag.

그림 2. ARTag에서 제공하는 마커 예제

Fig. 2. Examples of markers of the ARTag.

그림 3. ARToolKitPlus를 이용한 마커 실패 결과

Fig. 3. Failed results of the marker detection by using

the ARToolKit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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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마커의 일부분이 가려질 경우 마커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마커가 가려진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강

건하게 검출하기 위해서 마커가 가려지지 않은 부분들

의 지역적 특징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장에

서 마커의 가려지지 않은 부분의 특징 점 추출을 위해

Affine-SIFT(ASIFT)를 이용하여 지역적 특징 점 추출

단계, 효율적인 어파인 변환을 계산하기 위한 추출된

특징 점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과 Convex-hull을 통한

다각형 추출 단계, 마지막으로 다각형의 기하학적 변형

을 어파인 변환을 이용한 마커 지점 추정을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을 분석

하고, Ⅳ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Ⅱ. 제안하는 알고리즘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시스템 흐름도는 그림 4와 같

다. ① 등록된 마커 영상과 입력 영상과의 ASIFT 특징

점 정합을 수행한다. ② 두 번째 단계로 정합된 특징 점

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기 위해서, 등록 영상의 정

합된 특징 점들에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고 제 1 주축과

제 2 주축으로 사영한 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차이에

대한 평균값을 타원의 장축과 단축으로 정한다. ③ 타

원 내부 영역에 정합된 특징 점들이 이루는

Convex-hull의 꼭짓점들이 형성하는 다각형을 구한다.

④ 등록영상에서 다각형의 꼭짓점과 입력영상에 짝으로

정합된 꼭짓점들이 이루는 다각형의 변형을 어파인 변

환 행렬을 이용해 마커 지점을 추정함으로써 가상의 객

체를 증강시킨다.

그림 4.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흐름도

Fig. 4. Overall flowchart of the proposed method.

1. 기존의 특징 점 검출 방법

본 논문은 마커가 가려진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검출

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징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기존에 알려진 지역적 특징점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David G. Lowe가 제안한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알고리즘이 대표적이다
[5]

. SIFT는

물체의 크기 변환, 회전 등에 강인함을 갖는 지역적 특

징 벡터들의 집합으로 변환하는 기법이다. SIFT 알고

리즘은 크게 세 단계로, 첫 번째 단계로 스케일 공간상

의 후보특징 점들을 추출하고 후보 특징 점들의 안정성

을 검사하여 안정된 특징 점의 위치를 세부 위치로 보

정한다. 두 번째 단계로 보정된 특징 점에 기준 방향을

할당한다. 세 번째 단계로 기준 방향을 중심으로 특징

점의 주변 영역의 국부 영상에서 특징 점 기술자를 생

성한다. 후보 특징 점을 추출하기 위해 모델영상의 스

케일 공간을 식 (1) 과 같이 정의한다.

 ∗ (1)

 은 가우시안 블러링 영상,  는 모델 영상이다. 가

우시안 함수  는 식 (2) 와 같이 정의한다.

 





 

   

(2)

 ∗ 
  (3)

스케일 공간상에서 안정된 특징 점을 찾기 위해

Difference of Gaussian（DoG) 함수  를 식 (3)과 같

이 정의한다.

가우시안 함수의 표준편차를 상수  배 만큼 점진적

으로 크게 하여 원본 영상의 블러링 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블러링 영상들의 이웃 영상들을 이용하여

DoG를 구하고 각각의 차 영상의 모든 화소들을 비교한

다. 현재 위치의 화소를 중심으로 이웃한 화소와 이웃

DoG 영상에서의 같은 위치 화소 주변의 3 x 3영역에

포함되는 26개 화소의 값을 현재 화소와 비교하여 최소

값 또는 최대값이면 후보 특징 점으로 등록한다. 이렇

게 찾아진 후보 특징 점들은 주변 화소들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검사한다. 일단 안정된 특징 점으로 판단되면

후보 특징 점은 세부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6]. 두 번째

단계에서 가우시안 영상에서의 주변 픽셀의 차이를 이

용하여 기준방향(Orientation)과 크기를 가진 벡터를 생

성한다. 특징 점의 스케일 성분을 이용하여 스케일 공

간상의 블러링 영상을 선택하고 특징 점의 위치의 주변

상하좌우 화소를 이용하여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를

식 (4)와 같이 정의하고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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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4)

와  는 주변 화소를 이용하여 특징 점

에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를 나타낸다. 이후 가우시

안 가중치가 부여된 이미지 그래디언트는 각각의 배열

이 8방향을 가지고 있는 4 x 4 배열로 재구성된다. 이

러한 방향성 히스토그램은 128 (8 x 4 x 4) 차원의 벡

터로 구성되며 조명에 강인한 기술자를 만들기 위해 정

규화 과정을 거치며 이렇게 만들어진 128차원 벡터는

특징 점을 대표한 기술자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

징 점의 벡터는 영상의 회전이 있더라도 특징 점의 주

변 화소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회전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SIFT는 이미

지의 크기 및 회전 등에 불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림 5는 특징 점의 서술자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32(8

x 2 x 2) 차원의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마커 영상의 크기나 회전, 각도 변화에 대한

특징 정보를 이용해 마커를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SIFT 알고리즘은 마커가 왜곡된 형태의 변형이나 카메

라의 이동으로 인한 시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특징 점

의 정합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7]. 따라서 마커를

검출하기 위한 지역 서술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Speeded Up Robust Feature (SURF) 방법은 SIFT

와 같이 지역적 특징을 이용하여 특징 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으로 SURF 서술자는 특징 점을 중심으로 4

by 4의 세부 영역을 구성하고 각 세부영역에서 2, 4, 8

개의 특징을 구해서 각각 32, 64, 128 차원의 서술자 벡

터를 구성한다
[8]

. 내부적으로 SIFT에 비해 저차원의 서

술 정보를 이용하고, Hessian 방법을 기반으로 매우 안

정적인 특징 점을 빠르게 검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림 5. SIFT 특징 점의 서술자

Fig. 5. Descriptor of the SIFT feature point.

지 정합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차원을 축소한 서술자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합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커를 검출하기 위한 지역 서

술자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2. ASIFT를 이용한 마커 특징 점 검출

Jean-Michel Morel은 기존의 SIFT 정합 방법을 개

선한 카메라 축 기울기 변화에 강건한 ASIFT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9]

. 기존의 SIFT는 영상간의 지역적 특

징을 추출하기 위해 4개의( 축과  축 이동, 회전, 크

기) 변수만을 고려해 특징 점을 추출한다. 하지만 영상

간의 동일한 특징 점의 위치 변화는 그림 6처럼 촬영하

는 카메라 기울기에 대한 공간상의 각도 변화에 대한

요소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에 대한 요소

를 반영하기 위해 촬영 공간에서 위도(Latitude)와 경도

(Longitude)의 위치변화를 기존의 SIFT알고리즘에 추

가 반영해 강건한 정합기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가려진

마커를 검출하기 위해 총 6가지 변수( 축과  축 이

동, 회전, 크기, 위도, 경도)를 이용한 특징 점 정합 방

법을 이용한다. ASIFT 알고리즘은 전 방향의 카메라

축 방향의 변화에 의해 어파인 왜곡이 가능한 모든 경

우의 이미지 변환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위도와 경도에 대한 변수도 같이 고려하기 위해 식

(5)의 어파인 맵을 생성한다. 이 어파인 맵  행렬식에

서  는 크기 변화,  와  는 각축에서의 회전변화에

대한 왜곡을 의미한다.

 


 


 

 
 



 


cos  sin

sin cos


 


 

 


 


cos  sin

sin cos (5)

이러한 왜곡의 위도는  와 경도  인 두 파라미터

에 의존적이다. 그래서 이미지는   cos 와 기울

그림 6. 카메라 회전에 의한 입력영상의 차이

Fig. 6. Difference of the input image by the changing

camera t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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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의 변화에 의한 위도와 경도의 변화 결과

Fig. 7. Results of the longitude and latitude from the

changing  value.

(a) SIFT 정합 결과

(b) ASIFT 정합 결과

그림 8. 등록된 마커와 입력 영상간의 SIFT와 ASIFT 정

합 비교

Fig. 8. Comparison of the SIFT and the ASIFT

matching.

기의 변화에 의한  방향의 회전  에 영향을 받는다.

 에 대한 회전 변화는 그림 7과 같이 카메라 기울기

변수  에 해당하는 공간상의 위도와 경도 지점과 정합

된다.

이렇게 샘플링에 의해 정합된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

이미지는 SIFT 알고리즘 특징 값과 비교한다.

SIFT알고리즘은 오정합을 제거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8(a)과 같이 오정합이

존재한다. 심지어 동일한 이미지에도 동일한 결과에 대

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잘못된 매치들을 제거하는 것은

정합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그림 8(b)처럼 이전 정합에 사용되었던

RANSAC 기반의 오정합 제거 방법보다 ASIFT 알고

리즘은 더 신뢰할만한 Optimized Random Sampling

Algorithm (ORSA) 방법을 사용한다[10～11].

3. 어파인 변환을 추정하기 위한 특징 점들의 주성

  분 분석과 Convex-hull을 이용한 다각형 검출

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관심 영역 지정

ASIFT를 통해 정합된 특징 점 벡터 데이터를 분석

하기 위해, 다차원 특징 벡터의 데이터를 높은 차원에

서 정보를 유지하면 차원을 축소하는 다변량 데이터 처

리 방법 중 하나인 주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2차

원 특징 점 벡터 데이터는 주성분 분석 방법을 통해 나

온 제 1 주축을 가장 변동량이 큰 축이다. 제 2 주축은

그 다음으로 변동량이 큰 축이다. 그림 9 (a)는 등록 마

커영상에 분포된 특징 점들로 ASIFT를 이용해 추출하

였다. 그림 9(b)는 분포된 특징 점들의 벡터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을 수행해 가장 변동량이 큰 축인 제 1 주

축을 빨간색 직선으로 표시한 결과이다. 그림 9(c)는 다

음으로 변동량이 크면서 제 1 주축에 직교하는 직선을

녹색선 으로 표시한 결과이다.

(a) (b) (c)

그림 9. 등록된 마커 영상에서 정합된 특징 점들의 주

성분 분석 결과 (a) 등록된 마커 영상에서의 정

합된 특징점 (b) 제 1 주축을 구한 결과 (빨간

선) (c) 제 2 주축을 구한 결과 (녹색선)

Fig. 9. Result of the PCA of the matching points.

(a) matching points in the enrolled marker (b) a

first principal axis (red-line) (c) a second

principal axis (green-line).

(1) 주성분 분석 축을 이용한 평균 거리 추출

식 (6)을 이용해 정합된 특징 점들의 좌표  ,

 들의 평균을 구해 무게중심 지점  , 을

지정한다.

 


  



 ,
 


  



 (6)

이렇게 구한 무게 중심 지점  ,  를 주성분

분석을 통해 나온 축 위에 사영된 지점들과의 거리 차

이에 대한 평균값을 식 (7)을 이용해 구한다. 제 1 주축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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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거리 차이에 대한 평균값을  라 하고 제 2

주축 위에서의 거리 차이에 대한 평균값을 라 한다.




  



   , 


  



   (7)

(2) 평균거리를 이용한 타원 함수

주성분 분석에 의해 구한 평균거리 값은 특징 점들의

주성분 분석을 통한 상관이 있는 변량들의 변동이 줄여

진 데이터들의 중심 벡터이다. 그래서 이상치(Outlier)

를 제거하기 위한 특징 점들의 관심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구한  와  를 상관이 없는 변량의

집합들을 분리하기 위한 평균거리를 타원의 장축과 단

축으로 지정한다. 식 (8)을 이용해 타원의 장축과 단축

을 이용한 경계를 지정하는 함수를 그림 10의 파란선의

타원영역으로 지정하였다.




 





 


  (8)

그림 10. 타원으로 표시된 관심영역 (파란선)

Fig. 10. Result of an elliptic region of interest (blue-line).

나. Convex-hull을 이용한 다각형 검출

(1) 타원함수를 이용한 Outlier 제거

등록 영상의 마커가 입력 영상에서 기하학적으로 변

형된 비율을 구하기 위한 어파인 변환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3점만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합된 모든 특징 점 지점들의 벡터 정보를 이용하면

연산량이 많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마커의 왜곡된 비

그림 11. 타원 내부에 존재하는 특징 점들의 결과

(빨간점)

Fig. 11. Result of the feature points within elliptic region.

(red points)

율을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해 타원 함수를 이용해 관심

영역을 지정하고 관심영역 내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징

점들만을 이용한다. 식 (9)의 는 정합된 특징

점들의 모든 좌표를 나타내는 함수이며,  는 타

원 영역에 존재하는 정합된 특징 점들의 좌표함수이다.

   ∩ (9)

타원 영역에 존재하는 정합된 특징 점들만을 이용해

Outlier가 제거된 새로운 벡터 데이터 함수  지

점을 그림 11에서 빨간색 원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특징 점들의 Convex-hull

마커의 왜곡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다각형은 마커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

(a) 등록 마커 영상 (b) 입력 마커 영상

그림 12. 특징 점들의 Convex-hull과 다각형을 추출한 결

과

Fig. 12. Result of the extract the convex-hull and

polygon of the featur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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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역 내부에 존재하는 특징 점들의 면적이 최대가 되

는 외곽 경개선 정보 특성들을 반영해야 왜곡된 비율의

오차율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특징 점들

의 외곽 경계선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인 Convex-hull을

이용한다. 그림 12와 같이 타원 영역 내부에만 존재하

는 특징 점들의 함수에 식 (10)을 만족하는 Convex-

hull 좌표를 구한다.

 , 
  



, 
  



  ,  ≥  (10)

(3) 다각형의 어파인 변환 행렬

두 평면 사이의 기하학적 변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어파인 변환 행렬을 다각형의 좌표로부터 구한다. 식

(11)에서 등록 영상의 다각형 좌표  는 다각형의 꼭짓

점의 개수  만큼 열로 곱해지게 된다. ′은 입력영상

에 정합된 다각형의 꼭짓점의 좌표이다. 와 는 이동

(Translate)에 대한 변수이고, 회전(Rotation), 축척

(Scaling), 전단변형(Shearing)의 기하학적 변화 관계를

만족하는 3 x 3 형태의 어파인 변환 행렬 를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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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어파인 변환 행렬을 이용한 마커 지점 추정

등록 마커 영상에 수동으로 지정한 마커의 모서리 4

(a) 마커 지점 추정 결과

(b) 등록 마커의 확대 영상 (c) 입력 마커의 확대 영상

그림 13. 제안하는 방법으로 마커 지점을 추정한 결과

Fig. 13. Estimation result of the marker location using

the proposed method.

지점에 앞에서 다각형을 이용해 구한 어파인 변환 행렬

을 식 (12)의 행렬 곱을 이용하면 입력영상에서의 마커

지점을 그림 13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는 등록 마

커 영상의 마커의 모서리 4지점에 대한 좌표 행렬로 3

행은 동차좌표계(Homogeneous Coordinate) 값인 1이

다.  는 앞에서 구한 어파인 변환 행렬이고 3 x 3행

렬의 형태이다.  ′은 최종 입력영상에서의 마커의 지

점을 추정한 결과 좌표 값의 행렬이다.

 ′ (12)

Ⅲ. 실  험 

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면 사각형 마커 기반 증강현

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마커를 실험 데이터로 사용한

다.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초기에 수동으로 등

록 마커의 모서리 4지점을 지정해 주었으며, 실험 과정

에서 제안한 방법과 기존 증강현실 시스템인

ARToolKit과 비교하였다. ARToolKit이 마커를 검출에

성공한 영상과, 탐지하지 못한 영상으로 나누어 제안하

는 방법과 비교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입력 영상에서

가상의 객체를 증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 영상과의

PSNR(Peak Signal to Noise Rate)을 이용한 정량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으로

마커의 지점을 추정한 결과들을 정성적으로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모든 영상은 웹캠 디바이스를 이용해

640 x 480 사이즈의 비트맵 컬러 영상을 사용하였다.

마커의 모서리 지점을 추정 후 기존의 카메라 위치 추

정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의 객체를 증강시켰다.

2. 기존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과의 실험 비교

그림 14(a)는 등록한 “Hiro” 글자가 출력된 마커의

실제 사이즈인 가로, 세로 8cm 정사각형 형태의 마커를

촬영한 영상이다. 그림 14(b)는 기존의 ARToolKit을 이

용해 가상 주전자 객체를 증강시킨 영상이다. 이렇게

마커가 촬영된 영상을 등록 마커 영상으로 사용하고 객

체의 주전자 방향성을 통일하여 실험하였다.

ARToolKit은 입력영상에 대해 레이블링 처리를 통

해 이진 화된 영상에 사각형 영역 탐지를 시도한다. 만

약 사각형 영역을 탐지하면 빨간색 직선으로 지점을 표

시한다. 마커 후보 영역으로 사각형 영역을 검출 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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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록 마커 영상 (b) 객체 증강 영상

그림 14. ARToolKit을 이용한 객체 증강 결과

Fig. 14. Augmenting result by using ARToolKit.

(a) 입력 영상 (b) ARToolKit의 결과

(c) 마커의 지점을 추정한 결과

(d)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

그림 15. ARToolKit을 이용한 객체 증강결과와 제안하는

방법과의 비교 결과

Fig. 15. Comparison between augmenting of the virtual

object result using the ARToolKit and the

proposed method.

록된 마커의 내부 영역에 대해 템플릿 정합을 시도해

특정 임계값 이상이 되면 마커 영역으로 결정하는 절차

를 따른다.

그림 15(a)는 출력한 마커를 촬영한 영상이다. 그림

15(b)는 기존의 ARToolKit을 이용해 증강을 시도한 영

상이다. 하지만 마커가 조금 기울어져 있어 사각형 검

출만을 성공하여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되었지만 마커

는 검출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

면 그림 15(c)처럼 마커 지점을 추정해서 그림 15(d)처

럼 가상의 주전자 객체를 증강시킬 수 있다. 그림 16(a)

(c) 마커의 지점을 추정한 결과

(a) 입력 영상 (b) ARToolKit의 결과

(d)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

그림 16. ARToolKit을 이용한 객체 증강결과와 제안하는

방법과의 비교 결과

Fig. 16. Comparison between augmenting of the virtual

object result using the ARToolKit and the

proposed method.

는 등록하지 않은 다른 마커와 함께 촬영한 영상이다.

그림 16(b)는 기존의 ARToolKit을 이용해 증강을 시도

한 영상으로 빨간색 영역은 마커로 추정되는 4각형 후

보지역을 표시하는 것이고 녹색영역은 등록한 마커를

검출한 결과이다. 그림 16(c)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도

등록한 마커 지점을 추정해서 그림 16(d)처럼 가상의

객체를 증강시킬 수 있어 동일한 성능을 보였다.

3. 마커 검출에 실패한 영상들을 이용한 실험결과

실험 영상은 기존의 방법에서 모두 마커를 검출하지

못한 영상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17은 등록된 마커영상과 마커 지점을 손으로 가

려 기존의 ARToolKit 방법으로 검출을 하지 못한 입력

영상을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해 마커 지점을 추정한 위

치에 가상의 주전자 객체를 증강시킨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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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영상 (b) 등록된 마커영상 (c) 마커지점 추정 (d) 결과영상

그림 17. 제안하는 방법의 마커 검출 결과들

Fig. 17. Results of the marker detection by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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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증강현실에서의 마커의 가려진 상황에

서도 ASIFT의 특징 점 정합을 이용한 마커 추정기법

을 이용해서 가상의 객체를 증강시킬 수 있었다. 실험

결과로 기존의 평면 사각형 마커 기반의 증강 현실 시

스템들의 방법보다 제안한 방법이 보다 마커의 가려진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마커 검출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ASIFT의 계산 복잡도가 기존 SIFT방법보다

2.25배 이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

하다. 그리고 마커의 모서리 지점을 좀 더 정확하게 추

정하기 위한 증강현실에 적합한 기하학적 변형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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