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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증강현실 기술과 3차원 인터랙션 기술에 대해서 논한다. 자연

사 박물관에서 웨어러블 증강현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재감

있는 3차원 콘텐츠를 생성하고 정합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

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상황에 맞는 카메라 추적 및 정합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편하게 휴대하고 다니면

서 사용할 수 있고 충분한 몰입경험을 줄 수 있는 뷰어 개발

을 진행하였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맨손으로 3

차원 콘텐츠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법도 소개한다. 

Ⅰ. 서 론

최근 웨어러블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작아진 센서 및

컴퓨팅 장치들로 인해서 과거에는 고사양으로 생각

하던 기기들을 몸에 장착하거나 들고 다니는 것에

무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웨어러블 컴퓨

팅 기기들로 구글 글래스(Google Glass)와 같은 안

경 형태의 디스플레이나 오클리 고글(Oakley

Goggle), 엡손의 모베리오(Epson Moverio) 등의 디

스플레이 장치들과 시계형태의 스마트 워치 등이 주

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의 중요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웨어러블 증강현실이 꼽히고

있다. 웨어러블 증강현실은 군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문화관광이나 박물관 안내

시스템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Ⅱ.  웨어러블 증강현실을 위한
콘텐츠 생성

1. 3차원 모델 생성 및 증강현실 적용

보다 실재감이 있는 증강현실 체험을 위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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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3차원 모델의 생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3차

원 모델은 수작업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

존에 존재하는 모형들을 사용하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Microsoft의 KINECT와

같은 저가형 3차원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형을 회

전시켜 3차원 모양 및 텍스쳐를 획득할 수 있다. 3

차원 카메라에서 획득된 텍스쳐의 해상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보다 고해상도의 텍스쳐

생성을 위하여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텍스쳐를 획득한다. 획득한 고해상도 텍스쳐가 획

득된 3차원 모델의 어느 부분에 맵핑이 되는지를

영상 비교 및 정합을 통하여 알아내어 3차원 모델

에 고해상도 텍스쳐를 적용시키게 된다(<그림 1>).

획득된 3차원 모델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오

게 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3차원 모델들의 텍스쳐는

고해상도 카메라에서 획득된 것으로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재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3차원

모델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몇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위의 <그림 2>에서 보듯이 자동생성된 모델의 폴

리곤 개수가 다수 많은 경향이 있고 depth camera

의 해상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뭉툭

하게 획득이 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

서 자동생성된 3차원 모델을 참조하여 폴리곤 개수

(a) (b) (c)

<그림 1> 증강현실 적용을 위한 3차원 모델 자동 생성 (a) 모델 자동 생성을 위한 시스템 (b) 3차원 모델 자동 생성 소프트웨어 (c) 고해상도 텍스쳐 획득

<그림 3> Low Polygon 모델 제작 결과

<그림 2> 자동생성된 3차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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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고 모서리 표현이 정확한 모델을 보다 손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림 3>은 그런 과정을 거쳐

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3차원 모델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low polygon 모델

은 모바일 기기에서 빠른 속도로 렌더링이 가능하

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의 표현이 가능하다. 

2. 3차원 생성 모델 증강현실 적용

안드로이드 개발 플랫폼에서 생성된 3D 모델을

KIST Natural Feature Tracker를 사용하여 정합을 시

켜서 디스플레이를 해 보았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실

제 모형과 3차원 모델링을 사용하여 생성된 모델과는

크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생성된 3차원 모델의 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10명에게 10회씩 총 100번에 걸쳐 실

제 모형과 3차원 모델을 구분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00번 중 64%는 옳게 분류를 하였고 36%는 구

별을 틀리게 하였다. 동등한 비율(50%)로 맞고 틀릴 경

우에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실험 결과

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구별을 못하는 것으로 나왔

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와 가상의 구별이 되지 않는 증

강현실 구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Ⅲ. 공간 추적 및 콘텐츠 정합 기술

1. 다방향 공간 인식 및 정합

자연사 박물관 현장에는 공룡뼈나 공룡모형 등

<그림 4> 자동 생성 모델과 실제 모형의 증강현실 적용

<그림 5> 다방향 영상을 이용한 영상 추적 및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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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3차원 물체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다. 이러

한 전시물에 3D 모델 콘텐츠를 정합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3차원 추적 기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시점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2차원 추적 및 정

합 기법을 여러 방향에서 적용시켜서 사용이 가능

하다. <그림 5>에서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학

습 과정에서 여러 방향에서 정합을 해야 할 현장

을 촬영하여 학습을 한다. 그리고 각 촬영 방향에

맞게 콘텐츠를 배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결과로 <그림 5>와 같이 공룡뼈를 앞에서 봤을 때

는 정면의 모습을 옆에서 봤을 때는 옆의 모습을

재생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다수 방향에서

공룡이 정합되어 보이므로 보다 자연스럽게 대상

을 둘러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간편한

대신에 여러 방향에서 자세를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하고 촬영을 하지 않은 곳에서는 예기치

않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

서 다룰 3차원 공간 특징점 생성 및 정합이 필요하

게 된다. 

2. 3차원 공간 특징점 생성 및 정합

위에서 다루었다시피 박물관과 같은 3차원 환경

에서 보다 정확한 콘텐츠의 추적 및 정합을 위하여

서는 3차원 특징점 추출 및 추적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자연사 유물 전시장 정도 규모의 삼차원 공간

에 대한 특징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 두 가지 기술적

요소를 개선하였다.

- 특징점 개선

- 특징점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구조 개선

기존 기술[1]에서는 특징 지도를 비교적 우수하지

않은 다수의 특징점들로 구성한다. 특징점을 비교

하는 과정도 특징점을 기준으로 한 일정 영역의 픽

셀들로 비교한다. 다수의 특징점과 특징점 비교를

위한 픽셀 데이터 때문에 특징 지도의 규모에 한계

가 있다.

특징 지도의 확장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2,3]이

개발되었으나 본 과제에서는 SIFT 특징점과

KD-Tree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SIFT[4]는 현

재까지 개발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중 가장 강

건한 특징점을 추출하므로 비교적 적은 수의 특징

점으로 우수한 특징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SIFT

는 추출된 특징점을 벡터 형태의 디스크립터로 변

환하는데 이 디스크립터들을 직접 비교하여 매칭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벡터 형태의 디

스크립터이기 때문에 KD-Tree를 이용하여 특징

점들을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

다. 저장되는 특징점의 수가 적고 특징점을 표현

하기 위해 픽셀 집합이 아니라 특징 벡터를 저장

하기 때문에 확장 가능한 특징 지도 작성이 가능

하다. 

특징 지도를 생성하는 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발

하였다(<그림 6> 참고).

- 입력 영상들로부터 SIFT 특징점을 추출하고

매칭한다.

- 특징점들의 매칭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계산한다.

- 계산된 카메라의 위치를 이용하여 특징점들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한다.

- 3차원 위치가 계산된 특징점들의 디스크립터

로 KD-Tree를 생성한다.

KD-Tree는 검색에는 빠르지만 생성, 추가 및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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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는 느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개의 KD-

Tree를 생성하였다. 하나의 KD-Tree가 갱신될 때

에는 비활성 상태로 전환하고 다른 하나의 KD-

Tree를 활성 상태로 전환하여 특징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웨어러블 증강현실 뷰어 개발

웨어러블 증강현실 뷰어에는 다양한 종류와 방식

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경식(Glass type)과

양안식(Binocular Type)을 다루고자 한다. 안경식

은 구글 글래스를 이용하여 구현을 하였고 양안식

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양안에 대한 영상을 나누

어서 구현을 하였다. 

1. 구글 글래스 기반 웨어러블 증강현실

뷰어 소프트웨어 개발

<그림 7>에서는 구글 글래스에서 웨어러블 증강

현실을 하기 위하여 수정한 PID/VID와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구글 글래스를 사용할 때에는 양안

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에 장착된 카메라에

서 들어온 영상을 트랙킹 엔진에서 계산을 하여

<그림 6> 강건한 특징점으로 이루어진 특징 지도 작성

<그림 7> PID/VID 수정 코드 및 Google Glass 증강현실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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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하는 과정이 있으면 된다. 영상을 시야와 정

확히 정합하기 위해서는 동공추적이 필요하지만

구글 글래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이 실제 영상과 중첩하여 보이는 한계는 존재

한다. 

2. Binocular 증강현실 뷰어 

구글 글래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쪽 눈에만

영상을 정합하여 보여줄 수 있고 그 영상의 크기

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몰입적(immersive)

인 영상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몰입적

인 영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안식 증강현실

뷰어를 스마트폰기반으로 구현하였다. 렌즈로는

UltraOptix SV-2LPLED 7X Aspheric LED

Lighted Magnifier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을 양안을 대상으로 두

개로 분할하여 사용자에게 7배로 확대하고 그 영

상에 자연사관에 맞는 3차원 콘텐츠를 정합하여

보여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양

안식 증강현실 뷰어를 제작하였는데 좁은 FOV를

제공하는 양안식 증강현실 뷰어와 넓은 FOV를 제

공하는 증강현실 뷰어이다(<그림 9>). <그림 10>

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렌더링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V. 웨어러블 증강현실을 위한
3차원 인터랙션 개발

1. 맨손 인터랙션 시스템

웨어러블 컴퓨팅에서 사용이 가능한 인터랙션 기

법은 구글 글래스나 스마트 워치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구글글래스는 음성을 이용한 인터

랙션, 터치를 이용한 인터랙션, 눈깜빡임/고개 움

직임을 이용한 인터랙션 등 다양한 방법의 인터랙

<그림 8> Google Glass를 사용한 투과형 복합현실 사용 화면

<그림 10> 양안 영상 분리 정합 렌더링 결과

<그림 9> 양안식 증강현실 뷰어 (좌) 좁은 FOV (32.28도) 제공 (우) 넓
은 FOV (76.3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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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제공한다. 웨어러블 증강현실에서도 이러한

인터랙션 기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보다 직관적으

로는 증강된 물체를 맨손을 이용하여 선택하고 회

전하고 조작하는 등의 기법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맨손으로 증강된 물체를 조작하는 인

터랙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림 11>과 같은 시스

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깊이 카메라(depth camera)를 이용하여 손 끝의 위

치 및 제스쳐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증강된 3차원

물체를 선택, 조작하게 된다. 인식된 정보는 PC를

통해서 UDP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전송되어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에 렌더링된 물체의 조작이

가능해진다. 

Ⅱ.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자연사 박물관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증강현실 시스템과 인터랙션에

대하여 다루었다. 자연사 박물관과 같은 3차원의

유물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용자에게 현장에 맞는

콘텐츠 및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

경형 웨어러블 증강현실 뷰어와 양안식 증강현실

뷰어를 구현하였다. 또한 이에 맞는 다방향 평면 추

적 및 3차원 특징 지도 기반 추적 기법을 개발하였

으며 맨손 방식의 인터랙션 기법을 개발하였다.

향후에는 환경의 변화에도 강건한 추적 기술 개

발과 터치 기반 인터랙션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자

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증강된 콘텐츠를 보고 인터랙

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림 11> 맨손 인터랙션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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