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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입체 상 디스 이 시스템 환경 하에서 다 의 사용자가 입체 상 내의 사물과 상

호작용이 가능한 입체 인터랙티  콘텐츠 시스템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상호작용을 한 방법으로는 최

근 으로 많이 보 된 멀티터치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제스쳐 정보를 입체 상 환경 하의 사

물에 용한다. 기존 멀티터치 방식은 디스 이 표면과의 직  을 통해 상호작용이 발생하나, 입

체 상의 경우 디스 이 표면과 참여자 간의 정 거리가 떨어져야 한다는 제약조건으로 기존 방법을 

용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해 공간 상에 상호작용을 한 비가시성 표면을 생성하고, 생성된 표

면과 참여자의 신체와의 을 상호작용의 이벤트로 간주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입체 상 작을 해 게임 엔진 기반의 입체 상 생성  편집 기법을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velopment methodology of interactive stereoscopic image display system. In our case, we 

consider a multiple touch recognition technique as the interaction method. That's because we want to guarantee multiple user 

access and interaction to the content without any restriction. In this case, however, some restrictions are occurred on account of 

the distance between display and participants. For this reason, this paper propose an invisible interaction surfaces which are 

generated in the air. This surface is utilized as interaction medium instead of the display wall. We also present an effective way 

to generate and edit interactive stereoscopic images based on Game Engine. 

키워드

Stereoscopic Image(입체 상), Spatial Interaction(공간 인터랙션), Interactive System(인터랙티  시스템)

Ⅰ. 서 론

최근 들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화 ‘아바타’를 

필두로 3D 입체 화가 화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등

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3D TV등 일

반 사용자가 입체 상을 시연할 수 있는 디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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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한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입체 상 련 

기술은 과거 가상 실(VR) 분야의 기반 기술로 다양

한 학문분야의 연구자에 의해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시각  몰입감에 해당하는 입체 상 뿐 

아니라 청각, 후각, 각, 미각 등 인간의 오감을 컴퓨

터를 활용하여 재생시켜 다양한 체감을 극 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형 테마 크형 어트랙션 

체험 을 심으로 4D 극장, 시뮬 이터 기기 등의 

시설의 형태로 상업화되었다. 

가상 환경의 참여자의 몰입감을 극 화시키기 한 

요소로는 이러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입력정보 이외에 

참여자의 의도(intention)가 환경에 반 되어 사용자에

게 피드백(feedback)되는 가상환경과 참여자 간의 상

호작용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재 입체 

상의 시연에서 참여자는 수동 인 입장에서 단순히 

상물을 람하는 형태의 구조가 일반 이다. 물론 

사용자 상호작용을 해 과거 가상 실 연구분야에서 

활용된 다양한 착용형 입력도구(데이터 로 , 모션 

트래커 등)나 체감형 게임에서 활용되는 모션 컨트롤

러(닌텐도 Wii, 이스테이션3 무 , Xbox360 키넥

트 등)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람객을 상으로 한 일반 인 환경에서의 용은 

실 으로 무리가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 로젝트를 활용하여 입체 

상을 시연하는 소 규모의 환경 하에서 다 의 사용

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입체 인터랙티  시스템 개

발을 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안한다. 상호작용을 

한 방법으로는 최근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고 있는 멀

티터치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터치 메타포어에 

한 상호작용을 채택하 다. 기존 멀티터치 방식은 

디스 이 표면과의 직  을 통해 상호작용이 

발생하나, 입체 상의 경우 디스 이 표면과 참여

자 간의 정 거리가 떨어져야 한다는 제약조건으로 

기존 방법을 용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해 공

간 상에 인터랙션을 한 비가시성 표면을 생성하고, 

생성된 표면과 참여자의 신체와의 을 인터랙션의 

이벤트로 간주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입체 상 

작을 해 게임 엔진 기반의 입체 상 생성  편

집 기법을 제시한다. 기존 상용화된 입체 상의 제작

은 일반 애니메이션  CG 제작의 이 라인을 따

르고 있다. 이 경우 제작된 상물은 더링의 결과 

상에 한 시연이므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실시간 더링이 가능한 형태의 제작 

이 라인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 게임엔진을 

도입하여 입체 상 작에 활용한다. 게임엔진 기반의 

입체 상 제작을 해서는 입체 상의 품질을 최 화

하기 한 입체 상 편집도구 기능이 필요하며, 본 논

문에서는 인터랙티  입체 상 제작을 한 실시간 

편집도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제2장에서는 

일반 공간 상에서 비 식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인

터랙션 기법에 한 선행 연구들에 해서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인 흐름에 해서 기술하고 4장과 5장에서 제안한 시

스템에서의 참여자와 상호작용을 한 환경 설정과 

핵심 알고리즘, 인터랙티  입체 상 작을 한 입

체 상 생성  편집 기법에 해서 각각 기술한다. 

한 제6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결과와 실험환경에 

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  향후 과제

에 해 논한다.

Ⅱ. 련 연구

Fraunhfer IPSI의 Norbert A. Streitz[1]는 Ambient 

Agoras[1]와 Roomware[2] 같은 결과물을 통하여 컴

퓨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실제 구조물로 구성된 공

간과 가상의 정보 공간을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한 스탠포드 학의 iRoom[3]의 경우 업 환

경에서 공용 디스 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타입

의 인터랙션 방법을 제공하 다. 독일 라운 호퍼 연

구소에도 Gossip Wall[4]이라는 유사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이들 모두 사용자와 디스 이와의 거리에 

따라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앰비

언트 지능 환경에 연구를 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사용자와 디스 이 간의 거리를 근 센서

(Proximity sensor) 등을 활용하여 먼 거리의 경우 일

반 인 정보를 디스 이하고, 사용자와 디스 이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 사용자 인지를 통해 해당 

사용자에 합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구조를 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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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ossip Wall의 경우 거리 센서 방식을 채택한 모

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디스 이에서 정보를 얻고 

사용자의 치를 악하게 된다. 하지만 상기 Gossip 

Wall은 사용자가 항상 모바일 단말기를 착용해야만 

사용자를 추 하는 , 디스 이 장치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이 있다. 토론토 학에

서는 여러 명이 사용가능한 공유형 인터랙티  디스

이를 개발하 는데, 이 시스템은 사용자와 디스

이간의 근 성에 따라 네 단계로 나 어 각기 다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5].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여러 타입의 인식 장치를 착용함

으로써 인터랙션에 한계가 있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센싱 방식에서 최근 국내에서는 외선 

LED를 이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페이스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해 외선 

LED를 이용한 트래킹 기법[6]을 이용하거나 외선 

LED 밴드를 이용한 모션 분석과 이를 활용한 재활훈

련 시스템[10]도 있다. 닌텐도 사의 Wii 컨트롤러와 

외선 LED를 이용한 사용자의 치와 시선 추 을 

통해 몰입형 사용자 인터페이스[7]를 제공하기도 하

며, 외선 LED를 단순한 포인   컨트롤 디바이

스 형태로 개발[8-10]하여 다양한 콘텐츠에 용한 

사례도 있다. 한 FTIR(Frustrated Total Internal 

Reflection)기반의 다양한 테이블 탑 디스 이와 인

터랙티  벽면 디스 이들이 개발[11, 12]되어 다양

한 콘텐츠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외선 

LED를 이용한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포인  

 컨트롤 디바이스 형태로 사용자가 직  착용하여 

사용하거나 인터랙션을 하기 해 디스 이에 직  

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됨으로써 입체 상 시연에 있

어서의 인터랙션 방법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되는 요

소들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한계

을 해결하고 입체 상물의 람 거리 상에서의 자연

스러운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이를 해 

참여자가 인식장치나 센싱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외

선 LED 배열을 통해 생성된 비가시성 인터랙션 표면

을 통해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Ⅲ. 체 시스템 구조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략도는 그림 1과 같다. 먼  

기본 인 입체 사환경은 후면투사(Rear Projection) 

환경으로 가정한다. 면 투사(Front Projection)의 경

우 일반 인 착석식 람 환경이 아닌 경우 참여자에 

의해 상의 가려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참여자는 입체 상 시연을 한 안경을 착용하고 화

면에 튀어나오는 사물에 해 직  손으로 상호작용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입체 상 시연을 

해서는 스크린과 참여자 간의 일정거리 간격의 확

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한 가이드라인 시설물을 설

치한다. 비가시성 인터랙션 표면은 단일면으로서 가이

드라인 치 상단에 설치하여 가이드라인 상의 다수

의 참여자가 인터랙션이 가능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림 1. 시스템 개략도
Fig. 1 System Schematics

본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로젝터 기반의 형 

벽면형 디스 이 장치, 외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외선 LED 배열 , 외선 투과 필터 장치를 장착

한 외선 카메라로 구성된다. 외선 LED 배열 은 

비가시성 인터랙션 표면을 생성하기 한 장치로 

외선 LED의 주변을 차단하여 빛의 발산범 (통산 

45°)를 좁힘으로서 공간 상에 균일한 외선 표면이 

생성되도록 구성한다. 참여자가 생성된 외선 표면과 

 발생시 외선 빛의 반사 정보를 외선 카메라

를 통해 포착함으로서 치 정보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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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인터랙션 표면과 카메라 간 구성방법

Fig. 2 Configuration of Interaction Wall and Camera

인터랙션 표면과 카메라 간의 구성은 크게 2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그림 2(a)의 경우 외선 카메라가 

참여자 후방에 설치될 경우로 인터랙션 표면을 생성

하는 외선 LED 배열 은 상단부에 치하게 된다. 

이 경우 참여자와 카메라 간의 거리와 참여자의 키에 

따라 카메라에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이 가려지

는 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 확률이 존재한다. 그

림 2(b)는 외선 카메라가 참여자 방에 설치될 경

우로 인터랙션 표면을 생성하는 외선 LED 배열

은 하단부에 치하게 된다. 이 경우 참여자에 의한 

인터랙션 의 가려짐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 으로 카메라와 인터랙션 표면간의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 이는 인터랙션 표면 공

간이 디스 이 공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디스 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는 외선 카메라의 시야를 

넓히기 한 각 즈를 착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각 즈 착용 시에는 이를 한 별도의 비선형 카메

라 보정이 필수 이다. 

Ⅳ. 제안 인터랙티  입체 상 시연 시스템

4.1 인터 티  입체 상 시스템 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랙티  입체 상 시연 

시스템의 체 인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체 시스템 흐름도
Fig. 3 Flow Chart

먼  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을 획득한다. 

카메라의 치와 로젝터의 치의 불일치로 인하여 

획득한 상은 먼  카메라 보정을 거친다. 상의 보

정은 3차원 공간 상의 2차원 평면의 선형 변환으로 

가정하고 2D 호모그래피 변환을 수행한다. 상 상에 

인터랙션 표면과 참여자 간의 에 의한 역 검출

을 하여 일반 인 상처리 과정인 이진화(Thr-

eshold) 과정을 거쳐 잡음을 제거한 후 블랍 이블링

(Blob-Labeling) 과정을 통해 역 후보를 추출한다. 

검출된 후보 역으로부터 평균값을 통한 치 정보

를 추출하고 이 과정에서 트래킹을 통한 잡음 역 

제거를 동시에 수행한다. 의 일련의 차는 상처

리를 한 클라이언트 모듈로서 최종 으로 추출된 

인터랙션 은 서버(콘텐츠 가동부)와의 네트워

크 통신을 통하여 인터랙션을 발생시킨다.

4.2 로젝터-카메라 기하 변환 기법

일반 인 로젝트-카메라 시스템의 경우 로젝

트와 카메라 간의 치에 한 카메라 보정 작업이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호모그래피를 이용하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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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와 로젝터 간의 변환 계를 계산한다.

두 평면 사이의 기하학  사  계를 계산할 수 

있는 호모그래피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력 

상의 좌표   

와 변환된 출력 상 

  
′′′ 간의 계는 아래의 식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

′












  
  
  













(1)

식 (1)은 
′ 와 같이 간단히 표 할 수 있

다. 여기서 H는 3x3크기의 호모그래피이고 ,H를 계산 

하기 해서 식(1)을 식(2)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  (2)

식(2)를 Ah = 0 과 같이 개하여 A를 구하면 다

음과 같다.

(3)

    
 (4)

여기서 h는 H 행렬을 사 식으로 배열한 9x1벡터

이고, A는 와 
′를 조합한 n X 9(n≥4)행렬ㄹ이

다. A는 8개의 자유도를 가지므로 최소 4 의 좌표값

이 필요하다. h는  의 가장 작은 고유값

(Eigenvalue)에 해당하는 고유벡터(Eigenvector)들로 

구성되며, 이 게 계산된 h의 요소들을 호모그래피의 

각 요소에 순서 로 입하여 구성한다. 그림 4는 스

크린과 로젝터, 카메라 상간의 응 들의 호모그

래피 계를 보여 다.

그림 4. 로젝터-카메라 호모그래피 계
Fig. 4 Homography Image Processing

일반 인 로젝터-카메라 변환 계는 스크린 표

면을 상으로 보정 계를 계산하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션의 발생 지 이 실제 스크린 공간이 아니라 

비가시성 인터랙션 표면공간이다. 인터랙션 표면 공간

은 비가시성을 띄므로 실제 카메라에 의해 공간에 

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간 상의 인터랙션 표

면의 응 을 구하기 해 그림 5와 같은 보정 도구

(calibration bar)를 활용한다.

그림 5. 비가시성 인터랙션표면에 한 좌표 측정
Fig. 5 Calculate the Coordinates for the Invisible 

Interaction Wall

4.3 규모 공간에서의 멀티 인터랙션 구

제안 시스템에서는 상 처리 모듈과 입체 상 시

연 모듈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듈로 분리한다. 입체

상물의 경우 임 당 좌안과 우안의 상을 동시

에 디스 이해야 하므로 일반 인 frame rate의 2

배의 실시간 더링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일반 입

체 상물과 같은 고품질의 상을 더링하기 해서

는 더링 연산에 한 독립이 필수 이다. 한 본 

시스템은 규모 디스 이 환경 하에서 동일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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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장하기 한 확장성을 염두에 두었다. 즉, 

외선 LED 배열이 이론 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하

므로 N 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정 역을 별도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인터랙션에 한 연산을 수행, 

그 결과에 한 정보를 콘텐츠 가동부(서버 모듈)에 

달하는 구조이다.

4.4 입체 상 생성  편집

입체 상을 생성하기 해서 그림 6과 같이 가상

의 세계에 좌·우 2개의 가상카메라를 배치한다. 이 두 

개의 가상 카메라는 좌·우 로젝터와 연결되어 더

링 타임마다 각각의 설정된 치에서 화면을 더링

하게 되고 최종 더링된 상이 로젝터를 통해서 

출력되게 된다.

그림 6. 가상카메라와 출력 배치
Fig. 6 Placing a Virtual Camera and Projector

생성된 입체 상의 깊이감을 조 하기 해서 게

임엔진 내의 좌·우 가상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조

할 수 있게 하 으며, 설치된 장소의 조명과 같은 환

경 인 요인에 맞춰서 상의 체 인 색상 톤을 조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주변 환경에 맞는 정

한 값들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외의 추가

인 세 을 한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용도 세부기능

카메라 제어

- 카메라 간 간격 이동 조정

- 주 을 심으로한 회  조정

- 체 카메라 이동 변환

- 일반 뷰포인트 변환

- 카메라 치 장(스크립트 장)

스포트라이트 

조명 제어

- 조명 치 변환 조정

- 조명색상 조정

- 조명색상 미세 조정(R,G,B채 별)

인터랙션 

메타포 제어

- 메타포 시각화 On/Off

- 상처리 시각화 모드

( 외선모드, 블럽모드, 트랙킹모드)

기타 제어

- 사운드(배경음, 터치음 On/Off)

- 모델데이터시각화

  ( 더,폴리곤,버텍스 모드)

- 스크립트 다시 읽기

- 디버그 오버 이출력( 임)

표 1. 실시간 입체감 제어 기능
Table 1. Control the 3D Depth by Real-Time

인터랙티  콘텐츠에서 요한 요소  하나는 사

용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오 젝트들의 이벤트 처리에 

한 것이다. 시공간에 설치된 콘텐츠일수록 오 젝

트의 행동 패턴들이 다양해야 하고 쉽게 추가 인 패

턴들을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오

젝트들의 행동 패턴을 정의하기 해서 그림 7과 같

이 스크립트 엔진을 용하 다. 사용자 행동에 한 

입력이 게임 엔진으로 달되면 해당 오 젝트와 연

결된 스크립트가 반응하여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의 장 은 수정과 업데이트가 간편하고, 

구나 쉽게 오 젝트의 행동  패턴을 정의하고 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7. 스크립트 기반의 이벤트 처리 방식
Fig. 7 Script-based Event Handling



비가시성 인터랙션 표면 생성을 통한 인터랙티  입체 상 시연 시스템 개발

 377

Ⅴ. 구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펜티엄IV 1.8GHz, 

2GB램이 설치된 시스템에서 Microsoft Visual C++을 

이용하여 구 하 다. 상처리 모듈은 OpenCV를 사

용하 으며, 인터랙티  입체 상의 생성 모듈은 공

개게임엔진인 Ogre를 활용했다. 외선 LED 배열 제

작은 Osram 880nm 외선 LED를 사용하 고, 외

선 상만을 입력받기 한 방법으로 동일 장 의 

외선 필터를 사용하 다. 이 때 효과 으로 외선 

역의 상을 입력 받기 하여 카메라 CCD 면에 

부착되어 있는 외선 차단 필터를 제거하여 실험하

다. 외선 LED 배열바는 그림 8과 같이 3cm 간격

으로 외선 LED를 배열하여 제작하 으며, 환경의 

향에 한 외선 빛의 강도에 한 조정을 해 

가변 항 방식의 조 장치를 부착하 다. 

그림 8. 외선 LED 배열
Fig. 8 Infra-red LED Bar

외선 LED 배열을 통한 비가시성 인터랙션 표면 

생성의 건은 공간에 얼마나 균일하게 외선 표면

을 생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실험결과 높이 

2.8m, 비 3.5m 공간 역에 균일한 빛 발산이 가능

하 고, 이에 한 검증은 실험자를 통한  인식

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 다. 1,000회에 걸친  

테스트 결과 978회 인식의 결과를 보 으며, 이는 상

용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성능으로 

단된다. 성능 오류의 일부는 카메라의 임율에 

의한 것으로 지나치게 빠른 에 한 일부 지연 

상이 발생하 다. 재 사용하는 카메라의 경우 

상처리 처리속도는 21∼30fps의 성능을 보 고, 이는 

사용자의 에 끊김없고 인터랙션이 자연스럽게 트래

킹 됨을 의미한다. 다수 사용자에 한 실험의 경우 

디스 이 스크린의 사이즈의 제한으로 3인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 경우에도 21 ∼ 30fps으로 동

일한 성능을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우포늪 생태  인터랙티  입체상
Fig. 9 Interactive 3D Cinema at Upo Wetland 

Ecological Park

본 제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  생물을 

상으로한 인터 티  입체 상 시스템을 제작하 다. 

본 콘텐츠는 그림 9와 같이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 

생태 에 설치되어 재 운  에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 로젝트를 활용하여 입체 

상을 시연하는 소 규모의 환경 하에서 다 의 사용

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입체 인터랙티  시스템 개

발을 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안하 다. 상호작용을 

한 방법으로는 최근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고 있는 

멀티터치 방식을 채택하 으며, 기존 멀티터치 방식의 

직  상호작용을 입체 상에 용하기 해 공간 

상에 인터랙션을 한 비가시성 표면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인터랙션이 가능한 입체 상 작을 해 

게임 엔진 기반의 입체 상 생성  편집 기법을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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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개발 시스템은 보다 규모의 환경에 용하

기 해 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설

계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언 하지 않았으나, 재 

3면의 디스 이에서 3 의 카메라를 통한 인터 티

 입체 상 디스 이 시스템으로서의 완성도를 

확인하 다. 향후 과제로는 재 입체 그래픽 더링

을 하나의 서버에서 처리하는 방식에서 병렬 그래픽 

처리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확장

된 공간에서의 인터랙티  시스템으로서의 완결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한 디스 이 공간 한 평

면 디스 이 이외의 실린더형, 구형 디스 이 상

에서의 인터 션을 한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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