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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마비환자의 재활운동을 위한 테이블-탑

증강현실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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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마비/편마비 환자의 손 재활운동을 위한 증강현실 인터랙션을 통한 재활운동시스템을 제안

한다. 주로 기계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마비환자 재활운동시스템에서 가정에서 손쉽게 재활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기위하여 컴퓨터 비전 기법을 이용하여 재활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최소화

하고 좀 더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손끝의

움직임과 상태를 손끝마커의 위치와 접촉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인터랙션 상태를 점검한다. 한대의 카메라로

부터 입력되는 손끝 마커의 2차원 위치는 3차원 객체와의 인터랙션을 위하여 ARToolKit 마커를 기반으로

보정된 3차원 카메라 공간상의 좌표로 변환되어 사용된다. 3차원 좌표계로 변환과정을 거친 손끝 마커의

3차원 위치는 3차원 객체와의 인터랙션에 반영함으로써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랙션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인터랙션 기법의 구현내용을 실험결과에서 나타내었고, 증강현실 기반 테이블탑 환경에서 마비환

자의 재활운동에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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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augmented reality (AR) based rehabilitation exercise system to enhance the

motor function of the hands for the paretic/hemi-paretic patient. The existing rehabilitation systems rely

on mechanical apparatus for palsy rehabilitation, but we aim to use the rehabilitation system at home

with easy configuration and minimized equipment by the computer vision based approach. The proposed

method evaluates the interaction status of the fingertip action by using the position and the contact of

the fingertip markers. We obtain the 2D positions of the fingertip markers from a single camera, and

then transform the 3D positions from the calibrated camera space by using an ARToolKit marker. We

adopt simple geometric calculation by the conversion of the 2D interest points into the 3D interaction

points for the simple interactive task in AR environment. Som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practical and simply applicable to the applications with personal A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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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비란 신경이나 근육이 형태의 변화 없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상태로서, 감각이 없어지거나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운동 마비는 뇌의 운

동중추로부터 말초신경, 근육섬유까지 이르는 운동

의 경로 중 어느 부위에라도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일

어나며, 마비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은 다양하

다. 다양한 치료과정 중에서도 특히, 마비가 온 조기

에 재활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재활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향후 후유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재활 운동을 통해 마비 증상의

완화와 운동 기능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환자의 재

활운동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

고, 주로 기계적 장치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심리적, 운동적 요법의 재활치료를 위

한 다양한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증강현실은 가상의 객체를 실제 장면 위에 겹쳐서

가시화함으로써 실제 객체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가시화 방법이다[1,2]. 최근 4∼5년 사

이에서 급격히 증가된 증강현실 연구에서는 실제 환

경에 대한 정보를 가상의 객체와 얼마나 조화롭게

가시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

며, 최근 들어 증강현실 환경에서 가시화되는 가상의

객체와 사용자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것

인지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사

람의 실제 행동이 증강현실 환경의 가상객체와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과정은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의 객

체를 사람이 보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

며, 이는 사용자에게 보다 몰입된 가상경험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하여

가상의 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비환자의 손 운동재활을 위한 증

강현실 기반의 손 재활운동 시스템을 제안한다. 특

히, 테이블 탑 환경에서 요구되는 일상적인 손동작과

상지활동에 대하여, 환자의 자연스러운 활동범위와

운동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장치의 사용

을 지양하고, PC와 카메라만 있으면 운동재활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모션캡처 기반의 재활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장면분석을 위해 초기 1회 카

메라 보정을 수행하고, 환자의 손에 부착된 색상마커

를 추적한다. 입력된 마커위치는 2차원 영상공간의

좌표이므로 보정된 카메라 정보를 이용해 초기화된

3차원 공간좌표로 변환하여 3차원 가상객체와의 인

터랙션을 수행한다.

2. 관련연구

2.1 마비환자의 재활

산업발달의 가속화에 따른 재해와 안전사고, 교통

사고 등의 다양한 연유로 인해 척수손상 환자의 발생

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뇌졸중, 뇌출혈, 뇌성마비 등

과 같은 태생적이거나 후천적인 질환으로 인한 마비

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뇌졸중이나 뇌신

경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증상은 상하지(上下肢)기

능 및 일상생활의 동작수행에 문제를 초래하는 감각

운동 장애이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의 많은 부

분이 이루어지는 상지 기능의 손상은 환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마비환자의 재활치료

에서 가장 중요한 재활운동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4,5].

주로 마비환자의 운동재활은 신경계 이상으로 오

는 근육의 강직이나 경직, 관절의 운동범위가 감소하

는 관절구축(articular contracture), 관절 주변에 비

정상적인 골화(骨化)가 생기는 이소성골화증(heter-

otopic ossification) 등의 장애 증상들에 대해 사후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마비로 인한 기능적 이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운

동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마비 환자의 상지 운

동기능 장애는 주로 강직이나 변형, 감각신경의 둔화

나 상실로 인한 근력 약화로 인해 발생하며, 이에 따

르는 일상생활동작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다. 재활치료분야에서 시행되는 상지 운

동능력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바스치료(Bobath

treatment), 동작치료(Brunnstrom method), 고유수

용성신경근촉진법(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강제유도운동치료(constrain induced

movement therapy), 과제지향적상지운동(task-ori-

ented movement therapy), 상지신경가동법, 근전도

바이오피드백(EMG-biofeedback), 동작연상훈련

(motor image training),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방

법 및 가상현실치료(virtual reality based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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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손가락 관절 및 손목 관절 재활을 위한 운동[24]

등이 시행되고 있다[6-8].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 기반의 재활치료 기법은 안전한 환경에서

대상자 스스로 흥미롭게 재활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앞서 나열한 다양한 재활 기법들의 여

러 요소들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재활 동작

에 대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며, 뚜렷한 목표의식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9].

일반적인 가상현실 기반의 재활치료/운동 방식은

현실과 분리된 영상에서의 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환

경에서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실제동작에 대해 가상현실에서 재생하는 수행동작

과의 시간적 차이로 인한 운동성 멀미가 발생하는

등, 재활훈련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

한다[10,11]. 이러한 단점은 단순히 가상현실 기반 재

활시스템에 대한 단점이라기보다 가상현실 가시화

부분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피드백(feedback)에 대한

이슈이기도 하다. 가상현실기술 이후에 등장한 증강

현실 기술은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의 가상경험을 실제 장면에 겹쳐진 증강현

실 환경에서 구현함으로써 가상현실 가시화에서 가

지고 있는 시각적 피드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장면위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보다 몰입감 있는 가상체험을 가능케 한다. 기존

의 가상현실에 기반을 둔 재활 프로그램들도 최근

들어 증강현실 기반의 재활운동 프로그램으로 전환

되어가는 추세이고, 이를 통한 몰입적인 재활 훈련이

가능케 되었다[12-14].

2.2 문제분석

마비 환자의 손 재활운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

동의 범위를 넓혀주며, 그 결과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손 부위

의 재활은 마비환자의 관절 경직이나 변형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물리치료나 보조기기의 도움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손을 사용하는 일상생활

을 위한 운동재활 과정은 본인의 의지대로 손을 움직

임으로써 목적하고자 하는 일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마비환자의

재활에서는 보조기구나 보조인을 통해 관절의 지지

나 유지를 위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환자 스스로 반

복적인 운동과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비환자 뿐만 아니라 손 부위의 피로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

인 손 재활운동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주

로 손과 손목에 해당하는 각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매우 약한 힘을 가해 스트레칭하거나, 반복적인 손동

작을 통해 손 부위의 재활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증강현실 재활운동 시스템은 그

림 1에서 나타내는 여러 동작 중에서, ‘쥐기(grab)’와

‘꺾기(bend)’ 동작을 통하여 수행하는 손동작에 기반

을 두어 재활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환자의 손동작을 통한 재활운

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손동작을 감지하여

시스템이 분석함으로써 손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들은

컴퓨터비전이나 영상처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루

어진 이슈이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너무나 많

이 존재한다. 손동작 인식을 위한 기존의 방법으로

는, 피부색 인식이나[15-17], Haar-Like Feature를

이용하여 학습하거나[18-20], 인체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21-23]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

한 기존의 손 인식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우수

하게 동작될 수 있으나, 환자 재활운동 진행에 동반

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원활히 동작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마비환자의 재활이 이

루어지는 장소나 시간 변화에 의한 조명상태, 영상화

질, PC사양 등과 같이 손동작 인식을 위한 방법 면에

서 강인하면서도 빠르게 동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비환자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신경이나 근육의 강

직으로 인한 관절부위의 변형, 골화 등의 구조적 변

화나 재활이 필요한 부위의 변경 등에 적응적인 방법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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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비환자의 ‘쥐기 운동’과 손 변형 예제

그림 3. 손 재활운동을 위한 테이블-탑 증강현실 시스템 구성

그림 4. 증강현실 기반 손 재활운동 시스템 처리 흐름도

3.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손의 실제 행동이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가상객체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마비환자의 반복적인 손동작 재활운동

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증강현실 환

경에서 가상객체와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구현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모션캡처 기반의 손동작

인식기법을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스템을 구현하였

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재활운동 시스템의 기본

적인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

템은 재활 환자가 보다 간편하게 재활운동 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용 PC와 웹캠만으로 시스템

이 구성된다. 특히 환자의 손 형태 변형에 대한 적응

적인 시스템 활용과, 조명환경에 강인한 손동작 인식

을 위해 그림 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색상마커를

손끝에 부착함으로써 손동작을 인식하도록 하였으

며, 초기 카메라 보정을 위해 ARToolKit마커를 탁자

위에 배치함으로써 실제 테이블탑 환경에 대한 3차

원 공간을 초기화 하였다[25]. 본 논문에서 사용한

손끝마커는 재활이 필요한 관절이나 손가락 끝에 부

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식률의 안정화 추구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재활의학자의 소견에 따라 위

치를 변경하거나 조합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재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재활훈련 시스템은 그림 4

와 같이, 시스템 초기화, 객체검출, 기하계산, 증강현

실 가시화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 초기

화 단계는 재활운동을 시작하기 전 약 3초 이하의

짧은 시간동안 수행되며, 이 단계에서 탁자위에 놓여

진 ARToolKit마커를 인식하여 3차원 공간의 초기화

를 수행한다. 초기화 단계에서 설정된 3차원 공간은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2차원 좌표정보를 3차원 공

간으로 변환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초기화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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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면 훈련 시스템은 수행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객

체검출과 기하계산, 증강현실 가시화를 반복하며 사

용자의 손끝마커를 검출하여 손동작을 인식하고, 이

를 3차원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3차원 가상객체와의

인터랙션을 수행하며, 이 결과를 사용자의 정면에 비

치된 모니터를 통해 증강현실 환경으로 가시화한다.

객체의 검출은 손동작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단계

이며, 조명환경이나 재활환자의 손 구조변형에 무관

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색상마커를 손끝에 부착함으

로써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 대

의 카메라로 입력되는 마커의 2차원 좌표는 시스템

초기화 단계에서 초기화한 3차원 공간으로 매핑 함

으로써 손끝마커의 3차원 좌표를 획득할 수 있다. 가

상의 3차원 객체와의 인터랙션은 손끝에 부착된 마

커의 접촉 여부에 의해 판단되며, 두 개의 손끝마커

가 접촉하였을 때 사용자가 가상의 객체를 잡았다고

판단하여 가상의 객체를 3차원 공간상에서 선택하거

나 이동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다. 손끝마커의 접촉여

부 검사방법과 접촉점에 의한 3차원 가상객체와의

교차여부 검사는 본 논문 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

도록 한다. 선택된 3차원 가상객체는 가상공간상에

존재하는 ‘이동평면’을 따라 이동하며, 본 논문에서

는 이를 통한 기능성 게임(serious game) 형태의 운

동재활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4. 2차원 객체검출을 통한 3차원 증강현실 인

터랙션 구현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기술적

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기본적으로 단일카

메라를 이용한 모션캡처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2차원 좌표로 입

력되는 모션정보를 3차원 좌표로 변환하여 3차원 가

상객체와의 인터랙션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

로 기술한다.

4.1 카메라 보정 및 장면 보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한 대의 카메라로 입

력되는 영상프레임만으로 3차원 공간에서의 기하적

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차원 영상으로부터

3차원 기하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보정

(camera calibration)과정을 통해 관찰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할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카메라 자세보정

단계를 기반으로 2차원 좌표정보를 3차원공간으로

매핑 함으로써 영상에서 관측한 2차원 손끝위치를

3차원 객체와의 인터랙션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카메라 보정 단계는 시스템 전반에서 매우 중요

하게 작용하는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획득한 카메라

자세와 스케일정보는 2차원 좌표를 3차원 공간상의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에 사용된다.

카메라 보정을 위한 방법은 그 활용성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시스템은 마비환자의 증강현실기반 재활훈련을

위해 빠르고 편리하게 카메라 보정 과정을 완료한

후, 그 정보를 기반으로 재활훈련 콘텐츠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시스템에서는 증강현실 응용프로그램에서 가장

전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ARToolKit을 사용하여

카메라 보정단계를 수행하였다[25]. 카메라 보정을

위한 카메라 투영변환행렬(, projection matrix)은

내부 파라미터( × , intrinsic parameter)와 회전행

렬( × , rotation matrix), 이동벡터( × , translation

vector)로 이루어지며,  로 표현될 수 있다

[26]. 카메라 보정을 통해 추정된 카메라의 위치 및

자세 정보는 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손끝 마커의 2차

원 좌표를 3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

으며, 이를 위한 기하계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4

절에서 하도록 한다.

환자의 재활운동은 어떠한 조명환경에서 이루어

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시스템은 조명환경에 강인한 손끝위치 추적을

위해 붉은색 색상마커를 사용하여 손끝의 위치를 안

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마커를 사

용하지 않고 피부색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

우에 변형되거나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마비환자의

손끝부위를 단일영상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현장의 조명 조건에 따라 분리되는 손 영

역이 일정치 않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보다 명확한

손 부위 분리를 위하여 손동작을 인식하는데 필요하

지 않는 배경정보를 시스템 초기화 단계에서 모델링

한 후 매 장면 입력되는 영상에서 필터링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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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그림 5. 배경 모델링을 통한 전경분리와 객체검출 단계별 결과영상

모션이 발생하는 손 영역에 대해서만 마커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배경 모델링

은 초기에 입력되는 다수의 영상프레임()에 대하

여 YCbCr 색상공간에서 각 채널별 평균영상과 표준

편차를 화소 대 화소의 범위에서 구하는 방법을 이용

하였다[27]. 사용되는 각 화소는 색상 기대 값( ,

expected color value)과 화소별 색상 표준편차( ,

standard deviation)의 조합인   로 정의할 수

있고, 이때 색상 기대 값()은 YCbCr 색상공간의

각 채널로 구성된다(        ). 따라

서 색상 기대 값()에 대한 평균 화소 값()과 표준

편차()는 (수식 1)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1)

  


 ≤ 

  


배경 모델링을 위한 초기화 단계는 개(약 40∼50

프레임)의 영상을 얻기 위한 시간인 1∼2초가량이

소요된다(25 획득 가능한 웹캠 기준). 재활 프로

그램 구동이 시작하는 초기 시간동안 획득한 영상프

레임을 이용하여 배경을 모델링하고, 모델링 된 영상

()과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입력되는 매 장면영상

()의 Cr, Cb 채널에 대한 절대차(absolute differ-

ence)를 구한 후, 이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면 전

경영상( , foreground image)을 손쉽고 빠르게 획득

할 수 있다(수식 2). 이렇게 획득한 전경영상은 관심

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부분영상에 대한

계산 없이 관심영역에 대한 객체 검출과정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4.2 객체 검출

현재 장면영상에서 손 부위에 대한 판별은 4.1절

에서 기술한 배경 모델링을 통한 전경 분리 기법을

기반으로 수행 한다. 최종적으로는 손끝 마커를 검출

함으로써 손동작을 3차원 가상 객체에 적용하는 인

터랙션을 수행하지만, 손끝 마커는 손 영역 내부에

존재하므로 배경-전경 분리(background-fore-

ground separation)기법을 통해 전경을 분리하고, 분

리된 전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색상마커에 해당

하는 색상 채널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재

활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입력되는 모든 영상프레임

에 대해 수행되며, 분리된 전경영상은 증강현실 가시

화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증강현실 렌더링을 위해 3

차원 객체와 실제 객체(손 영역) 사이에 대한 가시적

3차원 배치에 사용된다(4.5절).

그림 5의 (a)와 (b)에서는 YCbCr 색상공간에서

Cb, Cr채널에 대해 각각 절대차를 이용하여 분리한

전경영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의 (c)는 Cb,

Cr 두 채널의 전경영상을 OR연산을 통해 합쳐진 결

과이고, 이를 이진화(binarization)한 결과영상이 (d)

와 같이 나타난다. 단순 이진화 영상은 많은 노이즈

(salty noise)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5(e)와

같이 미디언 필터(median filter)를 통해 노이즈를 제

거하고, 그림 5(f)와 같이 침식/팽창(dilation/ero-

sion) 연산을 통해 관심영역에 대한 전경 분리를 완

료하였다(그림 5(g))[28].

전경에 대한 영역추출이 완료된 후에는 실제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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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현재 장면영상에서 획득한 두 개의 손끝 마커의 좌표(a)와 두 마커의 접촉점에 대한 좌표계산(b)

활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되어질 손끝마커의 좌표

를 획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손동작을 추적하

기 위해 붉은색 마커를 사용하였으므로, Cb, Cr채널

의 색상 히스토그램에서 붉은색에 해당하는 채널영

역에 대한 문턱치를 사용함으로써 손쉽게 전경영역

내부에 존재하는 붉은색 마커 영역을 추출하였다. 추

출된 붉은색 마커영역에 대한 결과는 그림 5의 (h)와

같으며, 마커영역에 대한 라벨링 기법을 통해 현재

장면에 등장하는 마커의 좌표와 인덱스를 지정하였

다[28].

4.3 2차원 기하계산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현재 장면에 등장하는 손

끝마커의 2차원 영상좌표계에서의 좌표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와의 인터랙션에 적용하는 과정을 수행한

다. 독립된 마커의 좌표는 4.2절에서 기술한바와 같

이 영상에서 분리한 관심영역인 전경영상에서 붉은

색에 해당하는 색상채널에 대한 문턱치를 이용해 붉

은색 영역을 추출하고, 이를 라벨링 함으로써 장면영

상에서의 마커 좌표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

한 마커의 2차원 좌표는 그 자체로도 3차원 인터랙션

을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사실상 3차원 객체는 2차

원 평면상에 투영되어 시각화되기 때문에 시점으로

부터 대상에 이르는 방향벡터를 통해 관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곧 2차원 공간에 투영된 3차원

사물을 선택하는 행위를 2차원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장면영상에서의 손끝마커

위치를 꾸준히 추적하다가, 사용자가 선택하기 위한

의도를 나타내었을 때 이에 대한 3차원 인터랙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대상을 선택하는 행위를 두 마커의 접촉여

부를 통하여 판단하였으며, 현재 장면영상에서 이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적중인 두 마커의 영상상

의 좌표와 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중점정보

와 접촉여부를 판별하였다. 그림 6에서는 현재 장면

영상에서 획득한 두 손끝 마커의 기하계산을 위한

관계를 도시하였다. 이는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써 이

전 과정에서 설명한 마커 추출과정만 원활히 마치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계산과정이다. 2차원 영상에

서 라벨링 된 두 마커의 좌표( ,)를 획득하고, 피타

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한

다. 매 영상프레임에 대해 마커의 좌표를 추적하고,

그림 6(b)와 같이 두 손끝마커가 하나의 범위로 합쳐

졌을 때, 두 점 사이의 중점()을 구하여 3차원 객체

와의 인터랙션을 위한 관심점으로 사용한다.

4.4 2차원 좌표의 3차원 매핑을 위한 기하계산

이전 단계에서 두 개의 마커에 대한 좌표( ,)를

획득하고 접촉이 일어났을 때의 중점()을 구하였을

때, 중점()은 사용자가 관심대상에 대하여 인터랙

션을 원하는 관심점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그림 7에

서 도식한 바와 같이 카메라 기하학에 의해 카메라

중심(COP, center of projection)으로부터 영상평면

상의 관심점()에 이르기까지의 방향벡터로 정의될

수 있다. 이 벡터는 실제 마커가 존재하는 3차원 공간

상의 한 점까지 그 크기(scalar)가 확대될 수 있고,

벡터가 미치는 목표점이 바로 실제 마커가 존재하는

3차원 공간상의 위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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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카메라로입력된손끝마커좌표와실제손끝마커간의

3차원 기하 매핑 개념도

영 기하학에 기반을 두어 카메라 자세를 추정함으로

써 영상 평면상의 한 점이 3차원 공간에 미치는 벡터

를 계산하고, 이 벡터가 미치는 범위 내에 존재하는

3차원 객체와의 충돌 검사를 통해 3차원 객체의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2차원 좌표의 3차원 매핑

방법의 기하구조는 그림 7과 같이 도식할 수 있다.

고정된 카메라가 ARToolKit이 놓인 바닥평면을 바

라보는 상태에서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손끝 마커는

카메라의 영상 평면상에 투영되고, 이는 곧 카메라

중심(COP)으로 투영된다. 역으로, 카메라 중심으로

부터 영상평면상의 2차원 좌표로 이르는 방향벡터는

실제 3차원 공간에서의 손끝마커에 이르게 되므로,

이 관계를 이용하여 실제 마커와 3차원 공간상의 가

상 객체와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3차원 객

체의 이동은 3차원 구체의 반지름에 비례하는 높이

에 가상으로 정의된 이동평면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카메라 중심으로부터 관심점에 이르는 벡터

 는, 앞서 4.1절에서 기술한 카메라보정 과

정으로부터 계산된 카메라 자세()와 장면영상 평면

상의 관심점 좌표 에 의해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이렇게 계산 된 방향벡터()는 3차원 공간에 존재

하는 가상의 객체(여기서는 구체)와의 교차검사를

수행함으로써 객체와의 인터랙션 여부를 검사한다.

반지름  , 중심좌표가 인 구체에 대한 방정

식(∥∥ )과, COP로부터 영상평면의 관심점

을 통과하여 구체를 통과하는 선 에 대한 방정식

(  )을 대입하면 선과 구체의 교차여부에 대한 해

답을 얻을 수 있다. 는 선의크기를 의미하는 스칼라

값인데, 위 두 방정식을 에 대해 전개하면 (수식 4)

와 같다.




⋅±⋅   
(4)

위 (수식 4)에서 제곱근 아래 식(⋅  )의

해가 0보다 작으면 교차가 없고, 0이면 1개의 교차,

0이상이면 두 개의 교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교차

가 하나 있거나 없는 경우는 사용자 손끝 마커가 가

상객체의 내부에 진입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반

드시 교차가 두 개가 발생하였을 때만 손끝마커가

3차원 객체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택을

통한 인터랙션을 활성화 한다.

4.5 증강현실 렌더링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재활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증강현실 환경에서 구동되어

환자가 자신의 손동작을 직접 확인하면서 재활운동

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사실적인 증강현실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8에서 도식한

바와 같이, 3차원 가상 장면과 2차원 카메라 장면을

나누어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하나의 영상으로 조합

하여 렌더링 하는 과정을 거친다. 먼저 4.5절에서 기

술한 방법으로 영상처리 과정을 거치면 전경 영상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3차원 공간에서 아래

에 위치할 3차원 객체와 위쪽에 위치할 3차원 객체를

나누어서 합성을 수행함으로써, 가시화 되는 장면에

서 손을 기준으로 하는 3차원 객체의 가시적 배치를

사실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다.

5. 실험 결과

5.1 시스템 구현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재활운동 시스템은 일반적인

랩톱PC에서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본 논문에서 실험한 시스템 사양은, AMD Quad

Core 3.4GHz cpu와 nVidia GeForce GTX275 그래

픽 카드가 장착된 PC에서 윈도우7 운영체제하에 구

동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장면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Logitech Pro9000 웹캠을 사용하였고, ARToolKit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진마커를 프린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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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차원 카메라 장면과 3차원 가상 장면의 깊이계층을 통한 조합

(a) (b) (c)

(d) (e) (f)

그림 9. 민첩도 향상을 위한 스틱 세우기 게임, (a∼c) 손의 이동이 물리력으로 작용하는 손동작 재활 예제, (d∼f) 손바닥의

뒤집기가 물리력으로 작용하는 예제

탁자위에 배치하였다.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손끝마커를 이용한

증강현실 기반 재활시스템의 실례로써, 손끝마커의

활용에 따른 재활운동 시나리오의 예시를 나타낸 결

과이다. 그림 9(a∼c)에서 나타낸 재활운동은 손끝마

커의 위상에 따른 물리력 피드백(force feedback)을

증강현실에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랜덤하게 특정

방향으로 쓰러지는 3차원 가상막대를 환자의 인터랙

션을 통해 바르게 세우는 형식의 게임이며, 손 재활

운동에서 ‘쥐기’와 ‘이동’에 연관된 동작이다. 여기서

도 두 마커의 접촉여부에 따라 물리력을 줄 수 있는

상태와 아닌 상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손끝마커를

접촉한 상태에서 많이 이동할 수 록 가상객체에 가해

지는 힘의 양이 커지도록 설계된 시나리오 이다. 그

림 9(d∼f)는 손바닥 뒤집기를 통해 물리력 피드백을

가상객체에 부여하는 방법으로써, 가상막대가 쓰러

지는 반대방향으로 손바닥을 뒤집으면 일정한 물리

력이 가상객체에 가해지는 시나리오로써, 환자가 일

정시간 테이블에 팔을 의지하면서 운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래팔근육(forearm muscles)의 운동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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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10. 테이블 상에서의 ‘잡기’와 ‘옮기기’를 통한 증강현실 기반 손 재활운동 예제

과 재활을 위한 시나리오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물리력은 환자의 운동력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1회 수행 시 축적되는

물리력은 그림 9의 매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

상태기둥으로 가시화함으로써, 환자의 재활 동기부

여와 재활운동의 완급조절을 위한 상태파악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증강현실 기반의

재활운동 시스템의 또 다른 예제로써, 손끝마커의 접

촉과 움직임을 통하여 가상의 3차원 구체를 선택하

고 이동하여 탁상 가운데 배치된 가상의 구멍에 빠뜨

리는 시나리오의 재활운동 장면이다. 그림 10(a)는

초기에 3차원 공간을 초기화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ARToolKit마커를 배치한 상태에 대한 장면이다. 초

기화 단계는 약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완료되

며, 초기화 과정이 완료되면 테이블 위의 ARToolKit

마커는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치워도 된다. 그림 10

(b∼c)에서는 초기화된 3차원 공간상에 가상의 객체

가 실제 장면위에 겹쳐서 가시화 되는 증강현실 환경

세팅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에서는 두

개의 손끝마커가 각각 추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c)에서는 두 마커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의 구체(자주색)는 가운데

배치된 가상의 홀 양쪽의 파랑/빨강의 생성지대에서

임의로 생성되는데 이는 환자가 테이블 위에 배치된

사물을 집어서 테이블 상에서 옮기는 행위를 연습할

수 있도록 평행동선을 고려한 시나리오이다. 그림 10

(d∼g)는 생성된 가상의 구체를 선택한 후(노란색),

테이블 위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동을 나타내었다.

구체는 3차원 공간 평면에서 이동하므로, 화면에서

관찰할 때에 가시적으로 원근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훈련 시나리오가 지시하는 테이블 평면상

의 임의의 위치로 가상의 구체를 옮기는 훈련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림 10(h)는 재활훈련 시나리오에서 최

종적으로 가상의 홀에 구체를 던져놓도록 지시하였

을 때 훈련자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끔 유도하는

훈련이다. 환자는 가상 구체를 이동하는 동안 꾸준히

손끝을 쥐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 상태

를 유지하면서 테이블 상의 평행이동을 수행하고, 목

적지에서 다시 쥔 상태를 풀어줌으로써 구체를 놓아

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된다.

5.2 성능분석과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증강현실 기반 재활훈련 시스

템은 동작 정확도 측정과 더불어, 기존의 재활 훈련

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성능적인 평가를 수

행하였다. 그림 1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일카메라

모션캡처를 통한 손끝마커의 3차원 이동경로(파란

선)와 실측 3차원 데이터(붉은선)를 비교한 결과이

다. 실측 3차원 데이터는 NaturalPoint사의 ‘Opti-

Track’ 모션캡처시스템[29]을 사용하여 비교적 정확

한 3차원 모션캡처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비교결

과 평균오차 0.02, 표준편차 0.01로 비교적 실측데이

터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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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모션> <사각모션> <삼각모션> <성형모션>

그림 11. 손끝마커의 3차원 이동경로(제안시스템, 파란선)와 3차원 실측 데이터(OptiTrack, 붉은선)의 비교(평균오차 0.02,

표준편차 0.01)

표 1.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A. 제안시스템 B. RGS C. MIT‘s Wrist Rehab.

구 분 구동방식
상호작용

편의 이동 안전 비용
물리적 시각적

A. 제안시스템

- 증강현실 재활
비전 0 5 5 5 5 5

B. RGS[30]

- 가상현실 재활
비전+센서 0 3 3 1 5 2

C. MIT[31]

- 로봇기반 재활
기계 5 1 3 0 4 1

시스템에서는 단일카메라를 사용하였으므로 초기

카메라 보정단계에서 발생하는 카메라 자세에 대한

오차와, 렌즈특성(radial distortion)에 의한 오차로

인해 간혹 측정값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전

반적인 손끝추정 과정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3차

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증강현실 기반의

손 마비 환자를 위한 재활시스템으로써, 이와 유사한

개념의 이전의 시스템과 정성적인 비교를 통해 기존

시스템과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다. 표 1은 기존에

스페인 Pompeu Fabra대학에서 연구 중인 RGS

(Rehabilitation Gaming System)[30]와 MIT에서 제

안한 손목재활 시스템(Wrist Rehab. System)[31]과

의 몇 가지 기준에 의한 비교표이다. 실제로는 목표

기능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

은 무리겠으나, 본 표 1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실제 그 활용도 또한 판가름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가벼운 손 마비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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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을 돕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므로, 설치가 용이

하고, 누구나 사용가능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크게 객체검출, 객

체추적, 3차원 기하계산, 렌더링 등으로 이루어져 있

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환자가 재

활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구

동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또한

위 요구사항이 만족되는 범위 내에서 증강현실 기반

의 재활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실제로 640×

480 해상도의 카메라 입력영상에 대해 초당 23∼25

프레임()의 계산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마비 환자의 손 운동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증강현실 기반의 재활훈련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단일카메라를 이용하여 손

끝에 부착한 색상마커를 추적함으로써 손의 위치와

자세를 파악하고, 2차원 장면영상에서 획득한 손끝

마커의 좌표를 ARToolKit마커로 초기화된 3차원 공

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3차원 가상객체에 대

한 인터랙션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재활

훈련 시스템은 마비환자의 손과 손목, 팔의 기능적

재활뿐만 아니라, 테이블 상에 배치된 가상의 사물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 밀접형 활동

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을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하여금 마비환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감소시키고 정상생활에 대한

도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증강현실 기반의 재활훈련

시스템에 대한 실험결과를 실제 구동 예시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단일 카메라만으로도 사람의 실제 손

동작을 통하여 3차원 공간의 가상 물체와 실시간에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는 적은비

용과 최소한의 시스템 구성만으로 재활운동을 위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고, 사용과 설치상

의 편의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테이블 탑 환경에서의 증강현실 인터랙션을

마비환자의 재활운동을 위한 훈련 시나리오로 구성

하였지만, 같은 방법을 통하여 테이블 탑 환경에서의

증강현실 기반 가상객체 조작을 위한 방법으로 응용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전시켜 보다 상호작용이 활발

한 증강현실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테이블탑 환경에서 증강현실

기반의 가상객체 조작을 통한 재활운동 시스템은 마

비환자와 같이 신경적인 손상이나 근력의 손상으로

인한 환자의 재활을 돕고자 구성된 시스템이다. 특히

손동작과 같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반복적으

로 연습함으로써 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의 기본적인

동작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며, 이에 대한 동기부여

와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증강현실 기반의 손동작 재활을 위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로만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본 시스템을 통

한 환자의 재활운동에 미치는 영향과 도움이 될 만한

시나리오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향후에는 재활의학과와 심리학과 등의 다학

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고 사용성 평

가와 더불어 환자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동작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능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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