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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증강 실이란 실세계의 오 젝트에 가상의 오 젝트를 증강시키는 기술로 실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시각

화 해주는 기능을 한다. 한, 증강 실은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결합함과 동시에 사용자와 컴퓨터

간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정보 달은 물론 지각능력에 도움을 주며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여주

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VRML로 모델링된 3차원 객체를 로그래 을 통해 3차원 데이터

가 증강되는 컨텐츠를 개발하 다. 한, 가상물체들의 조합을 통해 3차원 아바타  다양한 가상의 의상들을 

증강시키는 응용기술을 제안하 다. 게다가, 사용자가 직  마커를 움직여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이 가

능한 인터페이스를 제시하여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  시킬 수 있었다.

ABSTRACT

The AR(Augmented Reality) is the technique that make the fusion between real world and virtual object. The augmented object 

on real world can provide the visua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o user. Also, the real-time AR system makes the interaction 

between user and computers. Therefore, the immersion of user be increasing and help the information transfer to user with AR 

system. In this paper, we implement the AR system with the modeled VRML as a three-dimensional object using programming 

language. The application technique is proposed that augment the various virtual clothes to three-dimensional avatar. Moreover, we 

propose the novel interface by using marker that can be increase the immersion of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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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   하드웨어 성능의 향상

에 따라 실시간 상처리에 한 심이 높아 지고 

있다. 증강 실이란 실세계의 오 젝트에 가상의 오

젝트를 증강시키는 기술로 실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시각화 해주는 기능을 한다. 한, 증강 실은 실세계

와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결합함과 동시에 사용자와 

컴퓨터간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서 정보

달은 물론 지각능력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1-2]. 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 등과 같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오 젝트에 동 상이나 3차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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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증강 시키는 방법을 통해 고나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으며, 박물 에 시 되어 있는 시물 주

에 해당 시물에 한 정보를 표시하여 사용자에

게 더욱 다양하고 실감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업,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범 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

존의 연구에서 증강 실 기술을 통해 물체를 증강 시

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지만 증강 실의 몰

입감 증 를 한 연구는 여 히 부족했다[3]. 본 논

문에서는 AR응용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3

차원 아바타를 증강시키고, 다양한 가상의 의상들을 3

차원 아바타에 증강시키는 응용기술을 제안한다. 

한, 마커기반(marker-based) 증강 실 시스템을 응용

하여 마커를 유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로 사용하

여 사용자와의 몰입감을 증 시키면서 컴퓨터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Ⅱ. 증강 실 기술

증강 실 기술은 크게 마커기반(Marker-based)과 마

커리스기반(Markerless-based)로 구분 할 수 있다[1]. 

ARToolKit[4]은 마커기반 증강 실 시스템[4-6]을 쉽게 

구  할 수 있게 해 다. ARToolKit은 기본 으로 컴

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캠을 통해 상을 입력받은 후 

마커가 인식되면 마커의 치에 가상 물체를 증강시키

는 과정을 거친다. 제안된 응용기술은 ARToolKit을 기

반으로 구 되었으며, 제안된 응용기술에서 필요한 기

능을 구 하기 해서는 다수의 마커 에 다수의 3차

원 오 젝트를 증강하는 기술과 Texture Mapping기술

을 용하 다. 그림 1의 (a)는 ARToolKit을 이용하여 

다수의 마커 에 다수의 3차원 오 젝트를 증강시키는 

기술을 나타내며[4-5], 그림 1의 (b)는 원하는 3차원 오

젝트에 원하는 Texture Mapping을 하는 기술을 나

타낸다. 한, 제안하는 응용기술은 미리 인터페이스 역

할을 하는 마커를 정해 놓고 사용자가 직  마커를 움

직이는 방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aface)를 

체 하 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이 가능하도록 하 다. 구체 으로, 마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마커가 특정마커에 가까워지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방

(a)                    (b)

그림 1. 간과정 : (a) 다수의 3차원 오 젝트를 증강, 
(b) Texture Mapping

Fig. 1 Intermidiate result : (a) augmented 3d multiple 
objects, (b) texture mapping

(a)

(b)

그림 2. 증강된 오 젝트간의 거리 계산 : (a) 패턴이 
떨어져 있는 경우, (b) 패턴이 가까이 있는 경우

Fig. 2 Evaluating the distance between augmented 3d 
objects : (a) each patterns are not close, (b) each 

patterns are close

법을 사용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마커 의 오 젝트끼

리 가까워지면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림 4는 두 마커간의 x, y, z축의 거리를 계산하여 x

축의 거리를 표 한 그림이다[6]. 그림 2의 (a)와 같이 

마커간의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x축의 거리값이 약 

-282로 표 되고, 그림 2의 (b)와 같이 두 마커가 붙

어 있다면 x축의 거리값이 약 -119로 표 된다. 거리

는 x축의 거리값에 값을 취하며, y, z축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매 임마다 계산되어 이벤

트의 발생여부를 결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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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사용된 마커들: (a)모델 패턴, (b) 인터페이스 
패턴, (c) 아이템 패턴

Fig. 3 Markers in our system: (a) modal pattern, 
(b) interface pattern (c) item pattern

제안된 응용기술은 마커기반의 증강 실 시스템이

기 때문에 그림 3와 같은 마커를 사용하여 3차원 오

젝트를 증강시킨다. 그림 3의 (a)는 모델이 되는 아

바타를 증강시키는 패턴이며, 사용자의 좌측에 고정하

여 치시킨다. 그림 3의 (b)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

는 패턴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자가 움직일 수 있

도록 하며 항상 그림 3의 (a)와 (c)사이에 치하도록 

한다. 그림 3의 (c)는 선택할 아이템을 보여주는 패턴

으로 미리 설정해 놓은 다양한 아이템이 증강되도록 

한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인터페이스 패턴과 모델, 

아이템이 증강되는 패턴들의 거리를 이용하여 이벤트

그림 4. 증강 실 시스템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augmented system

가 발생되도록 한다. 이때,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키

패드를 이용하며, 모델에 아이템을 입히는 과정은 인

터페이스 패턴을 조작하여 수행한다. 패턴조작  키

보드 조작은 그림 4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 진다. 아이

템 패턴과 인터페이스 패턴이 가깝게 치하는 경우 

키패드를 이용하여 아이템의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모델링 되어 있는 아이템은 모자, 상의, 하의, 신발과 

같이 총 4부 가 있으며, 각 부 당 7～9종류로 구성

되어 있다. 키패드의 2, 8버튼은 아이템의 치를 변

경할 수 있으며, 키패드의 4, 6버튼은 아이템의 종류

를 변경할 수 있다. 키패드 5는 미리 설정해 놓은 처

음상태로 되돌린다.

그림 5. 제안된 증강 실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진 각 
아이템

Fig. 5 The each items in proposed augmented reality 
system

그림 5는 모델링 된 의상을 증강 시킨 결과의 를 

보여 다. 해당 의상은 각 치에 알맞게 증강된다. 

를 들면 모자와 안경 같은 액세서리는 모델의 머리 

치에 증강되며, 신발종류는 패턴에 가깝게 모델의 

발 치에 증강된다. 3차원 오 젝트들은 3D MAX를 

이용하여 모델링 한 후 VRML로 변환하여 사용하

고, C++기반의 ARToolKit을 이용하여 텍스처 맵핑된 

오 젝트를 합성  증강 시켰다. 그림 6에서는 3D 

MAX를 이용하여 3차원 오 젝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탑 뷰(top view), 론트 뷰(front view), 사이드 뷰

(side view)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 7에서는 제작

된 오 젝트를 더링한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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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3D MAX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는 과정
Fig. 6 The modeling using 3D MAX

 

(a)                    (b)

그림 7. 3D MAX를 이용하여 모델링된 오 젝트를 
더링한 결과

Fig. 7 The rendering using 3D MAX

Ⅲ. 실험 결과

그림 8 (a)～(f)를 통해 제안된 증강 실 시스템이 

순차 으로 실행해 가는 과정을 보인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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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그림 8. 실험 결과 : (a) 상의를 선택, (b) 상의를 증강, 
(c) 하의를 선택, (d) 하의를 증강, (e) 신발을 선택, (f) 

신발을 증강
Fig. 8 Experimental results : (a) selecting the top, 
(b) augmented the top, (c) selecting the bottom, 
(d) augmented the bottom, (e) selecting the shoes, 

(f) augmented the shoes

그림 8 (a)는 인터페이스 패턴을 아이템 패턴에 가

깝게 치시켜 아이템 패턴에 증강된 상의 치에 해

당하는 아이템을 인터페이스 패턴에 옮기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8 (b)는 인터페이스 패턴 에 증강된 

상의 아이템을 모델 패턴과 가깝게 치시켜 아바타

에 증강시키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8 (c)는 아이템 

패턴에서 하의 아이템을 선택하고 인터페이스 패턴에 

옮기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8 (d)는 그림 8 (c)의 

단계에서 증강시킨 하의 아이템을 모델패턴에 증강되

어 있는 아바타에 증강시키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8 (d), (f) 역시 앞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신발 아이템

을 인터페이스 패턴에 옮긴 후 아바타에 입히는 과정

을 보여 다. 이 과정에서 옷의 선택을 제외한 모든 

이벤트들은 인터페이스 마커를 통해 이루어 진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VRML로 모델링된 3차원 객체를 

로그래 을 통해 증강 실 시스템을 구 하 으며, 가

상물체들의 조합을 통해 3차원 아바타를 증강시키고, 

다양한 가상의 의상들을 3차원 아바타에 증강시키는 

응용기술을 제안하 다. 한, 마커를 인터페이스로 하

는 실감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

시켰다. 이를 통해 교육, 의료, 게임, 방송, 쇼핑등의 다

양한 분야에 용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추후 더

욱 자연스럽고 움직임이 가능한 아바타에 한 증강

실 시스템의 구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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