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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작을 이용한 상호작용 증강현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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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비전 기술 기반으로 사용자의 손 움직임과 가상객체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증강현실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증강현실 시스템은 마커를 이용하거나 트랙커 같은 센서를 직접

조작해야 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 움직임을

증강현실 시스템에 적용한다. 또한 가상객체의 움직임에 물리적 현상을 적용하여 현실감을 부여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마커를 이용하여 기하학적 정보를 얻어 가상의 공이 움직이는 가상공간, 벽돌 등의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였으며, 사용자의 손 움직임은 테이핑을 통하여 특징점을 추출하여 정보를 얻는다. 이 특징점을 이용하

여 손 위에 가상 평면을 안정적으로 정합한다. 가상의 공의 움직임은 포물선 방정식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포물선 움직임을 보이고, 평면 또는 벽돌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상 공의 위치와 평면의 법선벡터를

이용하여 가상 공의 움직임을 보였다. 실험을 통해 충돌 시 발생되는 잘못된 공의 위치에 대해 보정되는

과정을 보였고, 증강된 가상객체의 떨림과 수행속도에 대해 마커를 이용한 시스템과 비교하여 제안한 시스템

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nteraction Augmented Reality System using a Hand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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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ugmented Reality (AR) System for the interaction between user's hand

motion and virtual object motion based on computer vision. The previous AR system provides

inconvenience to user because the users have to control the marker and the sensor like a tracker. We

solved the problem through hand motion and provide the convenience to the user. Also the motion of

virtual object using a physical phenomenon gives a reality. The proposed system obtains geometrical

information by the marker and hand. The system environments like virtual space of moving virtual ball

and bricks are made by using the geometrical information and user's hand motion is obtained from the

hand's information with extracted feature point through the taping hand. And it registers a virtual plane

stably by getting movement of the feature points. The movement of the virtual ball basically is parabolic

motion with a parabolic equation. When the collision occurs either the planes or the bricks, we show

movement of the virtual ball with ball position and normal vector of plane and the ball position is faulted.

So we showed corrected ball position through experiment. and we proved that this system can replaced

the marker system to compare to jitter of augmented virtual object and progress speed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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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강현실은(Augmented Reality)은 인간과 컴퓨

터와의 상호작용 및 의사전달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기술로써 현실세계를 토대

로 가상의 사물을 이음새 없이 실시간으로 혼합할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가정보들을 현실세계에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가

상현실과 차별되는 현실감을 제공한다[1]. 증강현실

은 의료[2,3], 교육[4], 미술·전시[5] 등과 같이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게임은 사용자가 경험하기 힘든 현실을 대체하여

경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가상현실상의 게

임은 현실감이 떨어지지만 증강현실은 현실감이나

몰입감 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 증

강현실 기술은 사용자가 게임에 직접 참여하여 실세

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증강현실의 특성 때문에 증강현실을 게임에

적용시키는 연구가 이미 되고 있다[6-8]. 증강현실

게임이 사용자들에게 현실감 및 흥미를 주기 위해서

는 현실세계와 가상의 객체들이 잘 어우러지게 정합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증강현실 연구

는 주로 현실세계와 증강된 객체와의 자연스러운 매

칭을 위한 연구들로 집중되었다[9-11]. 최근에는 현

실세계와 증강된 객체와의 자연스러운 매칭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가상 객체의 움직임에 현실세계에

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부여해 현실감 있는 상호작용

을 하도록 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2]. 자연스러운 매칭과 현실감 있는 상호작용은 모

두 현실세계에 가상의 객체를 혼합하여 표현하는 것

으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증강 현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증강 현실은 카메라에

서 얻은 영상 내에서 특징을 찾고, 이 특징을 기반으

로 하여 증강 현실을 구현하므로 환경의 제약이 적

다. 그리고 휴대용 장비 등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증

강 현실의 구현을 위해서는 증강이 되는 대상 객체와

객체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3차원 위치 정보의 관계

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마커[13], 트랙커[14], 데이터 글러브[15]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현실

감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증강현실 시스템에도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Imura의 연구[17]는 증강현실 환경에서 가상유체

를 합성하는 표현 방법을 제안하였다. 예측 불가능한

사용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유체들의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 파티클 기반의 유체 시뮬레이션 방법

사용하였다. 이 실험은 2개의 카메라에 의해서 이미

지를 얻었으면 GPU를 이용하여 유체의 역학 운동을

실시간으로 표현하였다. Imura는 현실세계에서 일

어나는 유체의 움직임을 가상유체에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Bergig의 연구[18]는 마커 역할을 하는 종이 위에

연필을 이용하여 다수의 객체를 스케치를 하고 스케

치된 내용을 가상의 3차원 객체로 표현해주는 증강

현실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우선 사용자

가 직접 손으로 종이 위에 스케치를 한 후 웹캠을

통해서 스케치된 종이를 인식한다. 인식 후 종이 위

에 스케치된 그림이 3차원 가상 객체가 모니터를 통

해 증강된다. 이 연구는 사용자가 손으로 직접 스케

치한 그림이 3차원의 가상 객체로 증강될 뿐만 아니

라 3차원 가상 객체들 사이에 힘과 관성을 적용하여

움직임을 표현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Uematsu의 연구[19]는 증강현실 환경에서 비전

기반의 추적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

능한 볼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사용자가 테이블 위

에 모델링된 레인을 따라 직접 진짜 공을 굴리는

시스템이다. 레인 끝에 마커를 놓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가상의 핀들을 마커 위에 표현하였다. Table

PC에 부착된 웹캠에서 얻어진 이미지와 가상의 볼링

핀이 겹치게 되고, 카메라 자세는 모델링된 레인 주

변에 놓여진 2D 마커를 통해서 추정하였다. 얻어진

이미지에서 공과 핀의 충돌을 검출하기 위해서 공의

위치를 매 프레임 계산하고 충돌이 일어난 후 검출된

공의 움직임과 핀의 관계를 계산하여 가상 핀 넘어지

는 방향이 계산된다. 이 연구는 증강현실 환경에서

진짜 공과 가상의 핀 사이에 움직임 관계를 표현하여

실제 볼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Kaufmann의 연구[20]는 기계학 교육을 위한 증강

현실 응용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PC

게임 시장을 위해 개발된 물리엔진을 이용하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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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으며 학생들이 3차원 가상세계에서 공부하고 그

들이 스스로 실험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물리학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HMD(head-mounted display), 무선 펜, PIP(personal

interaction panel)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무선 펜

과 PIP은 3차원 공간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장치는 적외선 optical tracking 시스템인 iotracker

에 의해서 추적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재미와 몰입감을 동시에 향상 시

킬 수 있다.

Changhun Chae의 연구[21]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상의 객체를 증강시키고 뿐만 아니라 증

강된 가상의 객체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ODE

(Open Dynamics Engine), OpenSceneGraph, osgART

가 사용되었다. ODE를 통해 가상 객체에 움직임을

표현하였고 OSE는 3D 고성능 그래픽스를 osgART

는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 연구

는 마커를 이용하여 증강된 가상의 공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공의 움직임을 부

여하였고, 또한 가상의 공과 마커와의 상호작용을 보

였다.

이처럼 마커 또는 다른 입력장치를 이용해 단순히

가상객체를 증강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세계에

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상객체에 그대로 적용하여

현실감을 높여주는 증강현실 시스템의 연구가 계속

되어왔다. 마커나 트랙커 같은 입력장치는 가상 객체

를 안정적으로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가

상객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이전에 컴퓨터 비젼 기술에 트랙커를 적용

하여 증강현실 시스템을 구현하였다[16]. 이 연구에

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의 공을 만들고,

트랙커를 이용하여 3차원 정보를 얻어 가상의 공과

의 상호작용을 구현했다. 마커를 통하여 기하학적 정

보를 얻어 가상의 공과 이것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현실세계와의 똑같은 움

직임을 가상의 공에 부여하기 위해서 포물선 방정식

과 마커의 Z축 반대 방향에 현실과 같은 중력을 부여

하여 가상의 공에 움직임을 부여했다. 트랙커를 탁구

채에 부착하여 탁구채의 움직임의 정보를 얻었고, 이

것과 가상 공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탁구채와

가상의 공과의 충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만약 가상

객체의 움직임을 현실세계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

고 단순하게 미리 지정된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움직

임을 표현한다면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그 움직임이

현실세계의 것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어 사용자로 하

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상 객체에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여 현실세계와 증강

된 가상객체 사이에 자연스러운 혼합과 상호작용을

동시에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향상된 현실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이 트

랙커 설치와 직접 조작해야하는 불편함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손 추적 기

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증강현실 시스템을 제

안하여 이전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에

게 편의성 및 현실감을 제공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트래커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어 가상의 공과의 상호

작용을 보였지만 우리는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적용

하여 가상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보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마커를 이용하여 기하하적 정보

를 얻어 공과 벽돌 및 가상 공의 움직이는 가상공간

을 만들었고, 사용자의 손 움직임은 테이핑을 통하여

특징점을 추출하여 정보를 얻었다. 이 특징점들을 이

용하여 가상의 공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가상 공

의 움직임은 포물선 움직임을 보이고, 평면 또는 벽

돌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상 공의 위치와 평면

의 법선벡터를 이용하여 가상 공의 움직임을 보였다.

충돌 시 발생되는 잘못된 공의 위치를 보정하였고,

증강된 가상객체의 떨림과 수행속도에 대해 마커를

이용한 시스템과 비교하여 제안한 시스템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였다.

2. 시스템 구성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은 손 움직임을 적용하여 자

연스러운 가상객체의 상호작용을 만들어주는 컴퓨

터 비전을 이용한 실시간 증강현실 시스템이다. 그림

1을 통해서 시스템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 카메

라에서 실시간으로 획득한 입력영상 안에서 마커를

인식하여 마커 위에 평면과 벽돌 등 시스템의 전반적

인 환경을 만든다.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얻기 위

해서 테이핑을 이용하였다. 호모그래피는 최소 4개

의 특징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의 녹색과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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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시스템 구성

그림 2. 제안한 시스템 흐름도

파란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테이핑을 하였으며 Ycbcr,

HSV 컬러모델을 이용하였다. 얻어진 영역에 대해서

외곽선을 추출하고, 추출한 외곽선 대한 최대, 최소

점의 좌표값을 가지고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이 특징

점들을 이용하여 손에 대한 좌표계를 구성하였으며

좌표계 변환을 통하여 게임이 이루어지는 기준 좌표

계로 변환시켰다. 공의 움직임은 포물선 운동과 공과

평면에 대한 충돌을 법선벡터, 매개변수방정식을 이

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로부터 획

득한 영상과 가상의 객체를 합성하여 사용자에게 제

공한다.

그림 2는 제안된 시스템의 프로세스 과정을 보여

준다. 우리는 마커에서 얻어진 기하학적 정보와 손에

서 얻어진 특징점을 증강현실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

해서 ARtoolki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OpenGL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카메라로부터 얻어

진 영상에 합성하였다.

3. 손 영역 검출 및 3차원 추적

3.1 손 영역 검출 및 손가락 구별과 추적

제안한 시스템에 손 움직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 영역에서 정확한 특징점이 추출이 필요하다. 호모

그래피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특징점은 4개이다.

우리는 손 영역에서 특징점을 찾기 위해서 3개의 파

란색과 1개의 녹색테이프를 이용하였다[22].

파란색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Ycbcr 컬러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녹색은 HSV 컬러모델을 사용

하였다. 식 (1)을 이용하여 3개의 파란영역, 1개의 녹

색영역을 찾는다.

  ≤≤   ≤≤ (1)

Barea[i], Garea은 각각의 색상 영역에 대해서 추출된

외곽선을 나타낸다. 추출된 외곽선에서 식(2)를 이용

해서 각각의 중심점을 구한다. Barea[i]영역의 중심점

은 이고, Garea영역의 중심점은 이다.

 

min max 

 

min max 
 

(2)

일정한 순서를 가지는 4개의 점을 이용하여 카메

라 좌표계와 손 좌표계 사이의 변환행렬을 구한다.

3개의 파란색 영역에서 얻은 특징점에 대해 식 (3)을

이용하여 순서를 정렬하였다. 그림 3은 손 영역에서

특징점 추출 과정을 블록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다.

 min  

 min  max  

(3)

3.2 이동평균을 이용한 떨림 보정

증강현실시스템에서 정확한 특징점 추출은 중요

하다. 특징점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면 증간된 가상

객체가 떨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한 증강현실시스템은 손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가상 객체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어 사용자에 더

나은 현실감을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손에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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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손 영역 특징점 추출 블록다이어그램

그림 4. 이동평균을 나타낸 그래프

한 특징점을 추출하지 못하여 가상 객체의 떨림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테이핑을 이용하여 손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지만, 테이

핑 된 손을 통해서 4개의 특징점을 추출한 후, 가상의

객체를 증강시키더라도 손 위에 증강된 객체가 떨리

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이는 매 프레임 특징점을

추출하는 단계에서 특징점의 값이 변하기 때문이다.

테이핑을 이용해서 얻은 각각의 특징점에 대해서 이

동평균을 적용하여 객체의 떨림을 보정하였다. 이동

평균 방법은 식 (4)로 나타낸다.

     
           ≤ 

(4)

는 반복회수로써 이전의 움직임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점 는 현재프레임에서

얻어진 특징점을 의미한다. 점   는 에 따라 얻어

진 특징점들을 이동평균을 사용해서 얻어진 점을 의

미한다. 점 는 현재 프레임에서 얻어진 점과

  에서 구해진 점을 가지고 이동평균을 통해서 얻

어진 특징점이다. 는 0.0∼1.0사이의 값으로 가중치

를 의미한다.

그림 4에서 ◇로 표시된 선은 실제로 얻어진 값

을 의미하고 굵은 실선은 실제로 얻어진 값에 이동

평균을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

프이다.

3.3 좌표계 관계

실제 공간상에 존재하는 한 점은 3차원으로 나타

내고, 카메라를 통한 영상에 존재하는 한점은 2차원

으로 나타낸다. 각각    과    라

고 할 때, 이들 사이의 사영 관계는 × 카메라 행련

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3].

           (5)

식 (5)의 는 사영 행렬 에 대한 스케일 변수이

며, 은 카메라의 회전 변위에 의한 ×행렬이다.

또한 는 행렬 의 번째 열(column)을 나타내며,

는 카메라의 이동을 의미하는 × 이동 벡터

(translation vector)이다. 또한 × 행렬 는 카메라

의 내부 파라미터(intrinsic parameter)를 원소로 갖

는 카메라 교정 행렬(camera calibration matrix)을

나타내는 정칙 행렬(non-singular matrix)이며, 일

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식 (6)의 행렬에서  , 는 영상의 각 좌표 축 방향

으로의 스케일 값을 의미하며, 는 영상에 대한 비틀

림 파라미터(skew parameter)이다. 그리고  는

영상의 주점(principal point)을 나타낸다. 식 (6)의

카메라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카메라 교정이 필요하다. 교정된 카메라 행렬 와

식 (4)로부터 2차원 영상 평면과 3차원 공간 내에 존

재하는 한 평면 사이의 사영 관계를 계산할 수 있

으며, 이는 영상 평면과 사이의 2차원 호모그래피

(homography)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상에 존

재하는 서로 다른 4개의 점과 이들에 대한 영상 좌표

사이의 호모그래피를 이용하면 카메라 사영 행렬 

의 계산이 가능하다. 를 3차원 기준 좌표계 상의

XY평면이라고 가정하고, 상의 4개의 점 ∼

가영상의 ∼로사영된다고할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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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행렬    와

    사이의 사영 관계는 식 (5)에 의해서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는 사영 행렬의 각각의 열 벡터를 나타낸

다. 본 논문에서는 좌표를 정사각형 마커의 네 꼭

지점과 손의 영역의 네 개의 특징점을 이용하여 지정

한다.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마커의 꼭지점 좌표와 손

의 영역의 네 개의 특징점 좌표를 식 (7)에 대입하여

정리한 다음, 식 (8)의 관계를 얻는다.

 

















  
  
  




 (8)

여기서 는 영상 내에서의 번째 꼭지점 좌표

이며, 는 회전 행렬의 행 열의 원소를 나타낸다.

 ,  , 는 이동벡터 t의 원소이다. 식 (8)과 4개의

꼭지점 좌표를 이용하여  및 t의 값을 계산한다.

또한, 회전 행렬의 직교 조건(orthogonal condition)

으로부터 R의 세 번째 열벡터는    ×이다.

제안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좌표계는 marker, 카

메라, 손의 좌표계로 구성되며 marker좌표계는 기준

좌표계가 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손의 좌표계를

marker 좌표계로 변환 시켜야 한다. 그림 5는 제안한

시스템의 좌표계 변환과정을 보여준다.

손 좌표계 내의 점 를 식 (9)를 이용해서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한다.

  (9)

위 수식에서   는 손 좌표계에서의 점

     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된 점을 나타낸

다. 은 손 좌표계에서 카메라 좌표계로 바꿔주는

변환 행렬이다.

 
  (10)

식 (10)를 이용해서 점   를 marker 좌표

계 내의 점     으로 변환한다. 
 은

marker 좌표계에서 카메라 좌표계로 바꿔주는 변환

행렬은 의 역행렬이다.

위의 변환들을 식 (11)을 통해서 다시 정의한다.

 
  (11)

4. 볼 움직임의 물리적 모델링

4.1 공의 움직임

제안한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가상 공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이용하여 포물선

움직임을 다음의 수식으로 모델링한다

   

    




(12)

중력의 방향은 그림 5의 Z축의 반대방향으로 가정

하였고, 공기의 저항은 무시하였다. 공은 OpenGL 그

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렌더링 하였고, 카메라

좌표계 안에서의 공의 좌표는 기준 좌표계로 변화시

켰다.

그림 5. 제안한 좌표계 시스템

4.2 충돌체크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포물선 움직임을 가지는 공

이 평면 또는 벽돌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움직임의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이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면과 벽돌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표현하였다.

4.2.1 평면

평면과의 충돌 체크를 위하여 평면과 공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였으며 그 거리가 공의 반지름

보다 작으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우리는

평면과 공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림 6과 같이

평면 위의 임의의 세 점을 통해서 법선벡터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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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법선 벡터

그림 7. 충돌에 대한 첫 번째 경우

다. 법선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식 (13)와 같다.

∥∥
×

 

    

(13)

식 (13)에서 N은 평면의 전체 수이다.  ,
 ,


는 평면 좌표계 x, y, z축에 대한 단위벡터이다. 우리

는 식 (14)을 이용해서 각각의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었다.

  (14)

평면과 공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식 (15)를

사용하였다.

 
±  


(15)

위의 수식에서 는 공의 중심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이다. 그리고 , , 는 공의 중심점에 대한 각

축의 좌표점를 의미한다. 우리는 식 (15)에서 얻어진

음수의 값은 충돌의 반대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값을 무시한다.

우리는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공의 위치에 따라

2가지로 가정하였다.

그림 7은 충돌에 대한 첫 번째 상황을 보여준다.

충돌이 발생하기 전의 공의 위치는 평면과 채와의

거리가 공의 반지름보다 큰 곳에 위치할 경우이다.

거리가 공의 반지름보다 작아진다면 충돌이 발생한

다. 우리는 평면과의 거리를 계산할 때 공의 중심점

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공의 위치는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가 된다. 공의 위치를

평면 위로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 (16), 식 (17)을

사용하였다.

′  (16)

′  (17)

위의 수식을 사용하여 보정된 공의 위치는

′ ′로 나타내었다.

식 (16)에서 는 공의 반지름이다. 는 공의 수

평 속력 벡터를 나타낸다. 는 충돌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위치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의 위치까지 걸

린 시간을 의미한다. 는 식 (18)에 의해서 구했다.

 

±

 


 

(18)

는 수식()을 이용해서 구한 공의 중심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이다. 는 공에 대한 중력 가속도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의 양수의 값은 충

돌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는 공의 처

음가지고 있는 수직 속력이다.

공의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된 속도 벡터는

식 (19), 식 (20)에 의해서 구했다.

 ′  (19)

 ′ (20)

그림 8은 충돌에 대한 두 번째의 경우를 보여준다.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공의 위치가 평면 또는 채

위에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처음에 그림

8에 나타나 있는 을 구한다. 그리고 평면과  교점

을 다음의 식에 의하여 구한다. 식 (21)은 평면의 방

정식을 의미하고, 식 (22)은 직선 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우리는 다음의 두 방정식을 이용하여 교점

 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를 구할 수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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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충돌에 대한 두 번째 경우

(a) (b)

(c) (d)

그림 9. 손 영역에서 특징점을 추출한 결과

  

  

  

(22)

충돌의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의 중심점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공의 위치를

보정해 주어야한다. 벡터     를 통해서 공

의 위치를 보정해 주었다. 은 식 (23)에서 얻을 수

있다.


 (23)

는 직선 과 평면의 방정식을 통해 얻어진 교점

으로부터 공의 중심을 보정해 주는 벡터이다. 이 벡

터는 식 (24)에 의해서 정의된다.

  


 (24)

4.2.2 벽돌

벽돌은 3차원으로 이루어진 4개의 점으로 구현하

였으면 아래의 식 (25)와 같다.

     

     
(25)

각 벽돌마다 식 (13)를 통해서 법석벡터를 만들어

주고, 식 (14)를 통해서 벽돌과 공 사이의 거리를 구

한다. 공의 위치가 식 (26)를 만족한다면 충돌이 공과

벽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벽돌은 사라진다.

∩   ≡ (26)

5. 실험 결과

실험 환경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용자의 손

영역을 추출하는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이 환경을 구성하였다. 카메라는 사용자의 맞

은편에서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다보도록 고

정시켰으며, 실내에서 실험하여 빛 변화의 영향을 최

소화 하였다. 카메라에 입력받는 영상은 검은색 바탕

을 사용하여 손 영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

PGR 1394 카메라와 6mm렌즈를 사용하였으며

×의 RGB영상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5.1 손 영역 검출 및 손가락 구별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징점 추출

이 중요하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손에 서 정확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서 녹색과 파란색을 이용하

여 4개의 부분에 테이핑 하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

용되는 RGB 컬러모델을 포함하여 CIE L*a*b, CIE

L*u*v, HSI 등 여러 가지가 컬러모델이 있다. 이 중

각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명암 및 컬러 요소가 분리되어

있는 HSV, Ycbcr 컬러 모델을 이용하였다. HSV컬

러 모델은 사람의 시각 인식방법과 가장 비슷한 색상

모델로써 H채널을 이용해서 색상을 추출하는데 널

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 컬러모델을 이용해서

녹색영역을 추출하였고, 파란영역은 파란색과 빨간

색의 색차신호를 이용하는 Ycbcr 컬러 모델을 이용

해서 파란영역을 추출하였다. 그림 9의 (a)는 입력영

상이고, (b)는 색상영역을 추출한 결과이다. 찾아낸

영역에 대해서 외곽선을 추출하고, 외곽선의 x, y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하여 중심점을 찾았다.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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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교에 사용된 영상

그림 11. 이동 평균을 적용한 결과

외곽선과 중심점을 추출한 결과이다. 호모그래피를

구하기 위해서 파란영역의 중심점들을 녹색영역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구별했다. 결

과는 (d)에서 보여준다.

5.2 떨림 보정

증강현실시스템에서 떨림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동평균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동평균 방법은 앞서

제시한 식 (4)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가중치와 이전의

움직임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따라서 이동평균의

값은 바뀐다. 떨림 보정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방법

으로 그림 10과 같이 마커를 손바닥 중앙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카메라 사영 행렬 값을 측정하

였다.

가중치는 0.0에서부터 1.0까지 0.1씩 증가하였고

이전의 움직임은 1개에서부터 12개까지 1개씩 증가

하면서 실험을 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가중치가 0.7

이고 이전의 움직임의 수는 3개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1은 카메라 사영 행렬

의 축에 대한 이동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손에서 얻

어진 특징점에 대하여 이동평균을 적용하였을 경우

(파란선)와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녹색 점선)와 비교

를 나타낸다. 증강현실 시스템에서는 가상객체를 안

정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서 마커를 가장 많이 사용

되므로 제안된 방법과 마커와의 비교를 통하여 실험

하였다. 그림 11과 같이 손에서 얻어진 특징점에 이

동평균을 적용하였을 경우(파란선)와 마커(주황색

점선)와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유사한 변화율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가상객체를 안정적

으로 증강시켰다. 제안된 방법과 마커에서 얻어지는

카메라 사영 행렬은 같은 특징점에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대적인 값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값이 다를 수 있다.

5.3 마커를 이용한 카메라 사영 행렬 비교

본 논문에서는 손 영역에 대해 색상 테이핑을 통

하여 특징점을 추출하였고, 이를 가지고 증강현실시

스템에 적용하였다. 증강현실시스템에서는 가상객

체를 입력영상과 혼합하기 위해서 카메라 사영행렬

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입력영상에서 추출한 특징점

을 추출하고, 특징점들을 정확한 트래킹을 통해서 카

메라 사영행렬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트랙킹을 위해서 증강현실시

스템에 마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제안된 방법이

효과적으로 카메라 사영 행렬을 계산하는지를 마커

를 이용한 방법과의 비교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

험 방법은 그림 10과 같이 마커를 사용자의 손바닥

중앙에 위치시키고 회전 및 이동을 하여 실시간으로

색상을 통해서 추출된 특징점과 동시에 검출한 마커

의 네 모서리를 특징점으로 하는 카메라 사영 행렬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통하여 계산된 카메라 사영 행렬과

마커로부터 계산된 카메라 사영 행렬은 동일한 카메

라를 사용하여 얻은 입력 영상에서 얻어진 값이므로

같아야한다. 하지만 제안된 방법과 마커에서 얻어지

는 카메라 사영 행렬은 같은 특징점에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대적인 값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

에 값이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변화율을 보인다. 우

리는 동일한 카메라에 대한 회전 값과 이동 값의 변

화 모습을 비교하였다. 식 (6)을 통해서 얻어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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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회전 값 비교

그림 13. X축 이동 값 비교

그림 14. Y축 이동 값 비교

그림 15. Z축 이동 값 비교

마커를 이용한

시스템(Marker)

제안된

시스템

frame rate(fps) 28.2894 27.2784

표 1. 마커를 이용한 시스템과 제안한 시스템 frame rate

비교

개의 사영 행렬을 얻었고, 각각의 구성성분을 이용하

여 회전 값과   축에 대해서 이동한 변화를 비교

하여 결과를 얻었다. 그림 12부터 그림 15까지는 회

전,   축에 대해서 이동한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

실험을 통하여 마커를 대신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효

과적으로 증강현실게임에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5.4 충돌에 대한 공의 위치 보정

우리는 앞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그림 6,그림

7과 같이 공의 위치에 따라 2가지로 나타난다고 제시

하였다. 2가지 경우 모두 공의 중심점을 이용해서 평

면 또는 벽돌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이 평면이

나 벽돌을 뚫고 지나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림

16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의 공의 위치가 평면 또는

채와의 거리가 공의 반지름보다 큰 경우에서 보정이

되지 않은 결과이고, 그림 17은 식 (15), 식 (16)을

통해서 보정된 결과이다.

그림 18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공의 위치가 평

면 또는 채 위에 있는 경우에서 보정이 되지 않은

결과이며, 그림 19는 식 (22)를 통해서 보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17, 18, 19의 아래의 그림은 공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하여 위의 그림을 확대한 결과

이다.

5.5 frame rate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Intel Core i5 2.80Hz, 램 4GB

환경의 컴퓨터와 PGR 1394 카메라와 6mm렌즈를 사

용하여 ×의 RGB영상을 입력받아 마커를 이

용한 시스템과 Frame rate를 비교하였다. 마커를 이

용한 시스템은 제안한 시스템에서 손 대신에 마커를

이용한 벽돌깨기 게임이다. 표 1은 마커와 제안된 시

스템의 frame rate를 비교한 표이다.

표 1의 결과와 같이 제안된 시스템을 마커를 이용

한 시스템과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

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6. 충돌 첫 번째 경우 실험 영상 (보정 전)

그림 17. 충돌 첫 번째 경우 실험 영상 (보정 후)

그림 18. 충돌 두 번째 경우 실험 영상 (보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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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충돌 두 번째 경우 실험 영상 (보정 후)

그림 20. 실험 결과

5.6 현실감 및 편의성에 관한 실험 결과

우리가 제안한 방법과 다른 입력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비교 분석을 위하여 20명을 상대로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전통적인 2D 벽돌깨기 게임, 마커를

이용한 3D 벽돌깨기 게임,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피실험자가 게임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의 세 가지를

2번씩 반복 수행하였다. 게임을 마친 피실험자들은

편의성, 현실감, 몰입감, 흥미에 대하여 각각에 대하

여 0부터 5까지의 점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실험 결

과는 그림 20에서 보여준다. 그래프와 같이 제안한

시스템을 나머지 시스템들과 비교했을 때 편의성 및

현실감 등에서 더 높은 실험결과를 얻었다.

5.7 구현된 증강현실 시스템

우리는 사용자의 손을 이용하여 가상 객체와의 상

호작용이 가능한 증강현실 시스템을 구현했다. 제안

된 시스템은 마커를 통해서 평면, 벽돌, 공 등의 시스

템 환경이 그려지고, 사용자의 손에 녹색과 파란색

테이프를 가지고 테이핑 하여 손 영역에서 4개의 특

징점을 추출했다. 이 특징점을 이용하여 손 위에 아

래의 그림과 같이 가상 평면을 나타냈고, 또한 가상

객체에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똑같이 부

여하였다. 제안한 증강현실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

의 손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가상 객체와의 상호작

용이 가능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가상 객체의 움직

임을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더 나은 현실감 및 몰입감

을 제공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 증강현실 기술과 사용자의 손을 이용

하여 사용자와 가상 객체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증강현실 시스템을 보였다. 사용자의 손을 직접 이용

할 뿐만 아니라 가상 객체에 현실 환경에서와 똑같은

움직임을 부여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높은 현실감

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한 증강현실 시스템

은 마커를 인식하여 평면, 벽돌, 공 등의 게임 환경을

구성하고 사용자의 손 영역에 테이핑을 이용하여 3

개의 파란 영역, 1개의 녹색 영역을 지정해주었다.

이는 사용자의 손 영역에서 보다 정확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공의 움직임을 현실 세

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똑같이 나타내기 위해서

물리적 수식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기본적인 공의

움직임은 포물선 움직임으로써 포물선 방정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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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표현하였고, 평면 또는 벽돌에 대한 충돌은

공의 중심점, 법선벡터 등을 이용한 물리적 수식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편의성 및 현실감을 제공하였고, 마커와의 비교를 통

해서 손을 이용한 증강현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충

분히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에 이를

통하여 다른 증강현실 시스템에 확대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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