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2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 2013년 5월 (JBE Vol. 18, No. 3, May 2013)

a) 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Computer Engineering)
b)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부(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rresponding Author : 박종일(Jong-Il Park) 

E-mail: jipark@hanyang.ac.kr
Tel: +82-2-2220-0368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401-13-1008)
・Manuscript received April 2, 2013 Revised May 27, 2013 Accepted May 27, 2013

스테레오 카메라 추적을 이용한 모바일 3차원 디스플레이 상의 실시간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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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 추적을 이용한 모바일 3차원 디스플레이 상의 실시간 증강현실 프레임웍에 대하여 기술한다. 모델

기반 추적 방법에 기초하여 카메라 포즈는 스테레오 카메라 간의 기하 관계를 만족하도록 동시 추정된다. 동시 추정된 카메라 포즈를

통해 가상 콘텐츠는 교정된 스테레오 영상에 올바르게 증강된다. 스테레오 카메라 추적과 스테레오 영상 교정은 서로 다른 쓰레드에서

수행하고, 영상 형식 변환 및 스테레오 영상 교정은 GPU로 고속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수행된다. 제안된 프레임웍은 스테레오

카메라와 3차원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스마트폰에서 구현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framework of real-time augmented reality on 3-D mobile display with stereo camera tracking. In the 
framework, camera poses are jointly estimated with the geometric relationship between stereoscopic images, which is based on 
model-based tracking. With the estimated camera poses, the virtual contents are correctly augmented on stereoscopic images 
through image rectification. For real-time performance, stereo camera tracking and image rectification are efficiently performed 
using multiple threads. Image rectification and color conversion are accelerated with a GPU processing. The proposed framework is 
tested and demonstrated on a commercial smartphone, which is equipped with a stereoscopic camera and a parallax barrier 3-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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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차원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각각 다른 시점

의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

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이러한 3차원 디스플레이의 보급

이 확산되면서 게임이나 영화 등의 3차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테레오 카메라와 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시간과 장

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진, 비디오와 같은 자신만의 3차원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실감 콘텐츠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모바일 증강현실이 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카

메라 영상에 가상 콘텐츠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대시키거나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실
감나는 증강 현실을 위해서는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가 정

확하게 정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강

현실 시스템은 센서나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위치와 자

세를 추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카메라와 여러 센서가 탑재

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모바일 증강현실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광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3차원 디스플레이가 모바일 장치에 탑재되어, 이러

한 기기를 이용한 더욱 실감나는 증강현실 응용이 가능하

게 되었다.
모바일 3차원 디스플레이 상의 증강현실의 구현은 초기

에는 HMD(Head Mounted Display)를 통해 이루어졌다. 
Feiner 등은 착용형 컴퓨터와 센서기반 증강현실을 이용한

캠퍼스 안내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1]. HMD를 이용하는 경

우는 특수한 장비를 착용해야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특수한

장비 없이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Yuan 등은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3차원 기하구조를 복원하는 방법

에 기반한 증강현실을 3차원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스마트

폰에 구현하였다
[2]. 하지만 이 방법은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실시간으로 동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널리 알려진 모바일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카

메라 추적 방법으로는 마커기반 추적 방법
[3]
과 자연 특징점

기반 추적 방법
[4]
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강건하고 빠른 추

적이 가능하지만 대상이 평면적인 물체로 제한된다. 3차원

모델기반 추적 방법
[5] 또한 모바일 3차원 디스플레이 상의

증강현실의 구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차원 모델기

반 추적 방법은 추적 대상 물체의 3차원 모델과 영상 에지

를 매칭하여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평면이 아닌 3차원 환경

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므로 3차원 디스플레이 상에서 증강

콘텐츠의 입체감을 느끼는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

가 3차원 모델기반 추적 방법은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실시

간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6].

하지만, 3차원 디스플레이 상의 증강현실의 구현을 위해

서는 스테레오 카메라 영상에서 카메라 추적을 수행해야

하므로 더 많은 데이터의 처리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또
한 스테레오 영상 교정과 같은 부가적인 처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들을 고속화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비

전과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많은 연산량이 필요한 알고리즘

을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나
OpenCL(Open Computing Language)를 이용한 GPU의 병

렬처리로 고속화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바일 플랫폼

에서는 CUDA나 OpenCL을 이용할 수 없고, OpenGL 
ES(OpenGL for Embedded Systems) 2.0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GPGPU(General- 
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가 가능하다. 최근 모바

일 플랫폼에서도 쉐이더기반 GPU를 이용하여 영상처리 등

의 알고리즘을 고속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

어 Singhal 등은 모바일 GPGPU의 최적화 기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모바일 GPU 상에서 구현

하였다
[7].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 추적을 이용한 모바일

3차원 디스플레이 상의 실시간 증강현실을 위한 프레임웍

을 제안한다. 3차원 디스플레이 상의 증강현실을 위해서는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카메라 포즈가 실시간으로 정확하

게 추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정된 카메라 포즈가 두

카메라 간의 기하관계를 만족하도록 동시 최적화함으로써

증강된 콘텐츠의 입체감이 올바르게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차원 디스플레이는 두 시점 영상이 평행하고

같은 평면상에 놓인 것을 가정하지만 스테레오 카메라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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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레임웍의 흐름도
Fig. 1. The overall workflow of the proposed framework

서가 실제로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레오 영상 교정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PC 상에서는 스테레오 영상 교정이

빠르게 수행될 수 있지만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잦은 메모

리접근과 실수 연산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다

중 쓰레드와 GPU를 이용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안된 프레임웍은 영상 전역에서 에지를검

출하는 대신, 투영된 3차원 모델의 선 샘플의 대응점 탐색

과 동시에 국소 영역에서만 에지를검출하는 3차원 모델기

반 추적방법
[6]
을 적용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Ⅱ. 증강현실 프레임웍

그림 1은 제안된 증강현실 프레임웍을 나타낸다. 프레임

웍은 두개의 쓰레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추적 쓰레드

로서 스테레오 카메라 추적을 수행하고. 다른 하나는 렌더

링 쓰레드로서 YUV 형식의 입력 영상을 RGB 형식으로

변환하여 스테레오 영상 교정을 수행한 뒤, 교정된 영상과

가상 콘텐츠를 렌더링한다. 렌더링 쓰레드에서 수행되는

영상 형식 변환과 스테레오 영상 교정 과정은 쉐이더기반

GPU 병렬처리로 고속으로 처리된다. 쓰레드간의 병렬성을

위하여 추적은 교정되기 전의 카메라 간의 기하변환 관계

를 이용하여 교정되지 않은 영상에 대해 수행하고, 추정된

카메라 포즈에 교정 변환 행렬을곱한뒤 렌더링쓰레드로

전달하여 가상 콘텐츠가 교정된 영상 위에 올바르게 증강

될 수 있도록 한다. 카메라 간의 기하변환 관계와 스테레오

교정 변환에 필요한 정보의 계산은 사전에 수행해 둔다.

1. 스테레오 카메라 추적

제안된 증강현실 프레임웍에서는 3차원 모델기반 추적

방법을 스테레오 추적으로 확장한 방법을 사용한다. 3차원

모델기반 카메라 추적 방법은 영상에서 검출된 에지와 영

상평면에 투영된 3차원 모델을 정합하여 카메라 위치 및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2는 3차원 모델기반 카메

라 추적 방법의 대응점 탐색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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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3차원 모델기반 추적 방법의 대응점 탐색 과정
Fig. 2.  Correspondence searching of the 3-D model-based tracking

먼저 이전 프레임의 포즈와 3차원 모델의 법선 벡터를

이용한 은면 제거법으로 후면의선을 제거하고 두 면에 의

해 공유되는 선을 제거하여 외곽선을 추출한다. 실제로는

이전 프레임의 포즈에서 본 3차원 모델의 은면과 현재 프레

임의 은면은 다르지만 이전 프레임의 카메라 포즈로부터

현재 프레임의 카메라 포즈 간의 카메라 움직임이 작다고

가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은면 제거가 가능하다. 추출된

선은 영상 평면으로 투영되어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되고, 
각선의 법선방향으로 가장 가까운영상 에지를 대응점으

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캐니 에지검출기(Canny edge detector)를 이

용하여 영상 전역에서 에지성분을검출할 수 있다
[8]. 하지

만 3차원 모델기반 추적방법에서는 투영된 3차원 모델의

외곽선 부근의 에지만 필요하므로 영상 전역에서 에지를

검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연산으로 인해 느리고 비효율적이

다. 따라서 투영된 3차원 모델의 선 샘플의 대응점 탐색범

위에서만 에지를검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속도를개선하

였다
[6].

그림 3은 개선된 에지 검출 방법을 나타낸다. 이전 카메

라 포즈로 투영된 3차원 모델의 선 샘플의 위치 p로부터

선샘플의 법선방향인탐석범위선상으로 한 화소씩이동

하면서 소벨(Sobel) 필터를 적용하고, 이전 위치와 다음 위

치의 필터 응답보다 큰응답을 나타내는 위치를 에지 성분

의 국소 극대점으로 간주하여 대응점으로 정의한다. 그림
3에서는 p와 가장 가까운 국소 극대점인 p’이 대응점으로

선택된다.
스테레오 카메라 추적의 경우 대응점 탐색은 좌우 영상

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카메라 포즈 E는 카메라 움직임△E에 의해 이전 프레임

의 카메라 포즈 t-1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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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역적 에지성분 검출을 통한 개선된 대응점 탐색 방법
Fig. 3. Improved correspondence searching using local edge component detection

EEE D×= -1tt (1) 

카메라 움직임 △E는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현재 프레임

으로의 카메라 회전 변환 R 및 평행이동 변환 t로표현되는

데, 이는 x, y, z축 방향에 대한 평행이동 및 회전 변환의

기저행렬 G와 각 변환성분의 변화량 α의 가중합으로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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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프레임의 카메라 포즈로 투영된 3차원 모델의 선

샘플과 대응하는 영상 에지 간의 2차원 영상 좌표계 상의

거리 d는투영된 위치 x에서 변환 기저 G에 의한 변화량과

같아야 한다. 이를 만족 시키는 α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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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선 샘플의 법선 벡터, l은 x위치에서의 미소

변화량 벡터이다. 벡터 l은 3차원 공간상의 점 X의 편미분

과 x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의 편미분은 변환 기

저 G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박정식 외 2인 : 스테레오 카메라 추적을 이용한 모바일 3차원 디스플레이 상의 실시간 증강현실 367
(Jungsik Park et al. : Real-Time Augmented Reality on 3-D Mobile Display using Stereo Camera Tracking)

þ
ý
ü

î
í
ì

-D+-D=D åå --
D j

jjRtRR
i

iiLtLLL
L

2

1,
2

1,
* minarg xXEEKxXEEKE

E
(9)

þ
ý
ü

î
í
ì

-D+-D=D åå ®--
D j

jjRLLtLR
i

iiLtLLL
L

2

1,
2

1,
* minarg xXEEEKxXEEKE

E
(10)

[ ] XGKE it
Twvu 1''' -= (4) 

[ ]Twvu=x (5) 

T
T

i w
wv

w
v

w
wu

w
u

w
v

w
u

úû
ù

êë
é ¢

-
¢¢

-
¢

=
ú
ú
û

ù

ê
ê
ë

é ¢
÷
ø
ö

ç
è
æ

¢
÷
ø
ö

ç
è
æ= 22l (6)

 

K는 카메라의 내부파라미터 행렬이다. 식 3에 따라 α는

최소자승법으로 계산되고 식 2로부터 카메라 움직임 △E
가, 식 1로부터 카메라 포즈 E가 각각 계산된다. 이러한 과

정은 재투영 오차가 작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경우 각 카메라의 포즈는 다음과 같

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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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는 카메라 내부 행렬, X는 모델의 선 샘플의 3
차원좌표, x는 X의 대응점이고, 첨자 L, R은 각각왼쪽 카

메라와 오른쪽 카메라를 나타낸다. 두 카메라의 포즈는 두

카메라의 움직임이 같다고 가정하면왼쪽 카메라의 움직임

ΔE*L는 식 9와 같이 동시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ΔE*L를 계산하기 위해 ΔEL와 ΔER를 모두 알아야

하지만, 스테레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두 카메라간의 기

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식 9는 식 10과 같이 ΔEL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른쪽 카메라의 포즈 ER,t는 추정된 움직임을 통해갱신

된 왼쪽 카메라의 포즈 EL,t와 두 카메라 간의 기하변환 관

계 EL→R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영상 형식 변환과 스테레오 영상 교정

모바일 플랫폼에서 카메라 영상의렌더링은 OpenGL ES
를 이용하여 사각형에 영상 텍스처를 입혀 그리는 방식으

로 수행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카메라 영상의

기본 형식은 OpenGL ES API에서텍스처 형식으로 지원하

지 않는 YUV420 형식이므로 카메라 영상을 RGB 형식으

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환은 화소별로 행렬곱셈

연산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센서는 이상적으로는 같은 평면상에

평행하게 배열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평행하

지 않게 되고렌즈왜곡도 발생하기 때문에 3차원 디스플레

이에렌더링된 스테레오 영상의 입체감이 올바르게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 스테레오 영상 교정과 렌즈 왜곡 제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테레오 영상 교정은

선형 변환이지만 렌즈 왜곡 제거는 비선형 변환이기 때문

에 미리 각픽셀이 이동할 위치를 계산해서룩업 테이블을

만들어두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 교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메모리 접근과 실수 연산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우리는 영상 형식 변환과 스테레오 영상 교정을 실시간

으로 수행하도록 GPU 병렬처리를 이용하였다. OpenGL 
ES 2.0 API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쉐이더를 지원하기 때문

에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제한적으로 GPGPU 기술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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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에 사용된 Optimus 3D 스마트폰(좌)과 스테레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결과(우)
Fig. 4. Optimus 3D smartphone(left) and its stereo camera calibration result(right)

가능하다. 영상 형식 변환과 스테레오 영상 교정은 모두 화

소별로독립적인 연산을 수행하므로 병렬 처리에 적합하다. 
게다가, 교정된 영상을 디스플레이 장치로 바로 출력하기

때문에 GPU에서 CPU로의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오버헤

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테레오 영상 교정 방법으로는 기초행렬(Fundamental 

matrix)을 이용한 방법과 3차원 공간상의 회전 및 평행이동

변환을 이용한 Bouguet의 방법
[9]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OpenCV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Bouguet의 방법을 이용

하여 3차원 변환행렬을 계산한 뒤 이를 이용하여 교정된

위치로옮겨올 화소의좌표를룩업테이블로 만들어 사용하

였다. 카메라의 초점 모드가 변하지 않는 한 룩업테이블의

값이 바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룩업테이블은 GPU로 최초

한번만 전송되고 이에 따른 오버헤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GPU에서는 룩업테이블을참조하여 각픽셀별로 양선형

보간법이 적용된역방향워핑을 수행함으로서 영상이 실시

간으로 교정된다.

Ⅲ. 실험결과

실험에 사용된 모바일 기기는 LG Optimus 3D로서

ARM Cortex A9 듀얼코어 1.0 GHz CPU, PowerVR SGX 
540 GPU, 512 MB RAM, 그리고 스테레오 카메라와 패럴

렉스 배리어 방식의 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가 탑재되

었다. 
Java의 느린 속도를 고려하여 카메라 입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외의 처리는 C/C++로 구현하고 JNI(Java 
Native Interface)를 통해 호출하였다. 3차원 디스플레이

의 구동에는 LG Real3D SDK를 이용하였다. 영상 형식

변환 및 스테레오 영상 교정은 GLSL(OpenGL Shader 
Language)로 작성되었다. 카메라 입력은좌우 카메라의 영

상이 side-by-side 방식으로 결합된 720×480 YUV420 영상

으로 추적 처리에는 Y 채널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카메라 내부파라미터 및 두 카메라의 기하학적 관계가 변

하지 않도록 초점거리를 고정시켰다.
스테레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오프라인에서 수행하

여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왜곡 보정 파라미터, 두 카메라

간의 관계를 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영상 교정

변환 행렬과 영상 교정에 사용될룩업테이블을 계산하였다. 
그림 4의 오른쪽은 스테레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추정된왼쪽 카메라 좌표계 상의 오른쪽 카메라 및 체스보

드패턴의 위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두 카메라 간의 관계에

서 x축 방향평행이동 성분은 24.19 mm로, Optimus 3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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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적 및 증강 결과(도자기). 상: side-by-side 영상, 하: 애너글리프 영상
Fig. 6. Tracking and augmentation results (pottery). Up: side-by-side images. Bottom: anaglyph images

그림 5. 추적에 사용된 대상 물체(좌)와 3차원 모델(우)
Fig. 5. Target objects(left) and their 3-D CAD models(right) for tracking

스테레오 카메라의 실제 카메라간 거리 24 mm에 근접함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추적 대상으로 사용된 물체와 3차원 모델을 나

타낸다. 정육면체 모델은 8개의 정점과 18개의 선, 도자기

모델은 673개의 정점과 2000개의 선으로, 고양이 모델은

1252개의 정점과 3750개의 선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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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추적 및 증강 결과(고양이).
Fig. 7. Tracking and augmentation results (cat).

그림 6는 도자기 모델에 대한 추적 및 증강 결과를 나타

낸다. 3차원 영상은패럴렉스배리어 모드로렌더링하는 대

신 애너글리프(Anaglyph)로 렌더링하였다. 스테레오 카메

라의 기하 관계를 이용하여 카메라 위치 및 자세를 동시

추정하고 영상을 교정한 뒤, 교정 후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각 카메라 위치 및 자세를 보정한 결과이다. 애너

글리프 영상을 통해 증강된 가상객체의 3차원효과가 올바

르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은 500 프레임동안측정한 평균소요 시간을 나타낸

다. 여기서 기존의 카메라 추적 방법은 영상 전역에서 에지

를 검출하여 추적하는 방법이고, 개선된 카메라 추적 방법

은투영된 3차원 모델의선샘플의 대응점탐색범위에서만

소벨 필터를 적용하여 추적하는 방법이다. 카메라 추적은

모델에 따라 27 ~ 71 ms가 소요되어 간단한 모델의 경우엔

30 fps 이상으로 동작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추적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추적 속도가 많게는 3배가량향상되었다. 영
상 형식 변환 및 스테레오 영상 교정에는약 14 ms가 소요

되는데, 듀얼코어 CPU를 가진 모바일 기기 상에서 두 쓰

영상 형식 변환 및

스테레오 영상 교정

카메라 추적

(개선된 방법)
카메라 추적

(기존의 방법)

정육면체 14 ms 27 ms 85 ms

도자기 14 ms 61 ms 110 ms

고양이 14 ms 71 ms 102 ms

표 1. 평균 소요 시간
Table 1. Average processing time

레드가 병렬로 수행되므로 전체적인 속도은 상대적으로 느

린카메라 추적 속도에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영상 형식 변환 및 스테레오 영상 교정은 GPU를 활용하

여 고속으로 처리되는데, 표 2에 나타나듯이 CPU에서 수행

했을 때와 비교하여 약 8배가량 빠르게 처리된다.

CPU 구현 GPU 구현

영상 형식 변환 및

스테레오 영상 교정
117 ms 14 ms

표 2. 영상 형식 변환 및 스테레오 영상 교정의 CPU 구현과 GPU 구현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CPU and GPU im-
plementation of color conversion and stereo image rectification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3차원 디스플레이 상의 증강현실

프레임웍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레임웍에서는 3차원 모

델기반 추적 방법에 기초하여 두 카메라의 포즈를 동시 추

정하는 스테레오 카메라 추적 과정과 스테레오 영상 교정

과정으로 구성되어 3차원 디스플레이 상에 스테레오 카메

라 영상과 가상 콘텐츠가 올바르게 증강될 수 있도록 하였

다. 각 과정은 다중 쓰레드를 이용하여 병렬로 처리되며, 
특히 YUV 영상에서 RGB 영상으로의 변환과 스테레오 영

상 교정은 GPU를 이용하여 고속처리 함으로써 모바일 플

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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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웍은 스테레오 카메라와 3차원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스마트폰 상에 구현되어 추적 및 증강이 올바르게 수행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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