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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 경우 고정된 마커를 빠르게 이동시키면 가시화에 끊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적 마커를 사용할 경우에도 콘텐츠가 끊어짐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방법이 요구된다. 카메라에  입력된 한 장
의 이미지 내에 두 개 이상의 마커가 존재할 경우 기존의 이미지 기반 마커와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 

Mapping) 방식을 통해서는 각각의 마커를 동시에 추적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각 마커 위에 정합된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극복함은 물론, 빠르게 움직이는 마커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그 위에 원하는 객체를 정확하게 증강 가시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주행형 로봇
과 시범 콘텐츠의 가상로봇을 동기화하여, 주행형 로봇 상에 콘텐츠가 가시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카메라 한 대로 
다중 동적객체를 추적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상로봇과 실제로봇을 연동하여 상호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시간 동적객체 추적 및 가시화 기술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 가상카메라, 다중동적객체,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 Mapping) 알고리즘, 증강현실콘텐츠, 가시화

Abstract  AR contents, if markers to be tracked move fast, show flickering while updating images captured 
from cameras. Conventional methods employing image based markers and SLAM algorithms for tracking objects 
have the problem that they do not allow more than 2 objects to be tracked simultaneously and interacted with 
each other in the same camera scene. In this paper, an improved SLAM type algorithm for tracking dynamic 
objects is proposed and investigated to solve the problem described above. To this end, method using 2 virtual 
cameras for one physical camera is adopted, which makes the tracked 2 objects interacted with each other. 
This becomes possible because 2 objects are perceived separately by single physical camera. Mobile robots 
used as dynamic objects are synchronized with virtual robots in the well-designed contents, proving usefulness 
of applying the result of individual tracking for multiple moving objects to augmented visualization of objects.

Key Words : Virtual Cameras, Multiple Moving Objects, SLAM Algorithm, AR Contents,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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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 증강 실 게임과 콘텐츠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화면에서 정 인 마커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정 인 마커[7, 8]를 카메라 화면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사용자가 체험하던 증강 실 콘텐츠는 빠른 마커의 움직

임으로 인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거나 끊김 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커가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증강 가시화 콘텐츠를 끊김 상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증강 실 가시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다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여러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동  마커 

상에 콘텐츠를 가시화하는 기존 기술을 소개하고 해당 

종래 기술의 제한 에 한 해결 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동  마커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행형 로 을 동   

마커로 사용하 고, 개발된 시범 콘텐츠 의 가상로 과 

해당 주행형 로 을 연동시켰다. 그 결과, 실제로 과 가

상로 이 동기화되고 실제로  상에 가상콘텐츠가 증강

가시화 될 수 있었다. 한, 로  간 상호작용을 해 가

상 카메라와 객체 추 역분할을 사용하여(3.2의 [Fig. 

4]) 기존에 카메라 한 당 2개 이상의 동 객체 추    

상호작용이 불가능했던 을 개선하 다. 해당 기술은 

물리 인 하드웨어 개발에 편 되어 콘텐츠 재사용성이  

떨어졌던 아 이드 게임 랫폼에 증강 가시화 기술을 

도입하고 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동 객체 추   증강 가시화에 

한 기존 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는 기술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3장

의 기술에 해당하는 실험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

주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해  기

술한다.

2. 관련연구

종래 동 객체 추   가시화 기술은 해당 객체의 

치를 추산하고 추산된 치정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가

시화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표 인 연구결과로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과 

PTAM(Parallel Tracking and Mapping)알고리즘이    

있다. SLAM과 PTAM은 움직이는 객체의 치를 알아

내는 동시에 해당 객체의 치정보를 기반으로 맵을 만

드는 알고리즘이다. SLAM은 추  방법론에 따라 크게 

EKF(Extended Kalman Filter)-SLAM[10] 방식과 

FastSLAM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EKF-SLAM과 

FastSLAM에 해당하는 연구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

물은 Davidson[1, 2]과 Eade&Drummond[3, 4]의 논문이

다. Davidson[1]의 논문은 기본 으로 EKF-SLAM방식

을 사용하 다. SLAM의 실시간 효율성 달성하기 해 

해당 논문은 특징  매핑과 측정에 한 근법, 비디오

스트림에 최 화되어 동  사 정보를 캡처하는 3차원 

카메라의 동작모델, 그리고 특징  기화문제에 한 

탑다운 해결법을 제시하 다.

Eade와 Drummond[3]는 FastSLAM2.0[9]을 사용하

다. 기존 Fast-SLAM의 particle filter를 통한 측은   

부분 으로 구분 표간 결합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새로운 

구분 표가 간단히 통합되지 않아 선형화 오류를 발생시

키기 때문이다. 해당 논문의 particle filter 모델은 SLAM 

에서 효과 인 동작을 해 탑다운 측방식을 사용하

고 카메라 치 제한에 도움을 주기 해 부분 으로 

기화된 구분 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PTAM에 한 표 인 연구는 Georg Klein[5, 6]의 

논문이다. 그는 기존의 SLAM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처리속도 문제, 데이터 연  오류문제를 병렬 추    

매핑 방법으로 해결하 다. 추 과 매핑 과정이 서로   

독립되어 병렬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로 연  데이터가 

공유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에서 데이터 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분의 기존 시스템들이 동일한    

데이터 임을 재 필터링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데 

반해, Georg Klein[5, 6]의 PTAM은 은 횟수로 보다  

효과 인 키 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2.1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은 주행형 로 을 사용하여 사 정보가 없는 

공간의 구조를 이미지화하거나 사 정보가 이미 있는  

공간구조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하여 로  자신의 치를 

악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SLAM은 EKF-SLAM

과 FastSLAM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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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F-SLAM은 특징 (Features)으로 로 치와 로

이 생성한 맵의 구분 표(Landmarks)를 평균값과 공분

산 행렬로 나타내고 측이 일어날 때 마다 구분 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FastSLAM은 Particle 

Filtering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Particle Filtering과정  

에는 맵과 치정보를 갖고 있는 Particle들이 측에 

따라 재 임에서 표본추출(Sampling)된다. 그리고 

추출된 표본결과에 따른 공산정도(Likelihood) 검사 후, 

가장 가 치가 높은 Particle이 다음 임에서도 사용

된다. 두 시스템 모두 증분 매핑 방법을 사용하 다. 증분 

매핑이란, 트래킹과 매핑이 직 으로 연결되어서 최근 

카메라의 치와 모든 구분 표의 치가 매 비디오 

임마다 함께 업데이트 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데이

터 연  오류가 있어서 증분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맵

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다.

2.2 Parallel Tracking and Mapping

PTAM은 SLAM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연  오류를 

피하기 해 추 과 매핑을 둘로 나 어 처리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 재 컴퓨터가 기본 으로 단일 로세스 

코어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PTAM에서는 추 과   매

핑을 분리  편성하여 두 개의 쓰 드로 나  수 있다. 

만일 해당 추 과 매핑이 분리되면, 추 은 더 이상 확률

으로 맵 생성 과정(매핑)에 종속되지 않는다. 물론, 추

과 매핑 사이의 연  데이터는 공유될 필요가 없게 된

다. 따라서 기존 SLAM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연  오류

를 극복할 수 있다. SLAM과 PTAM방식 모두, 한 장면 

당 하나의 객체만을 추 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객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한 장면에 두 개 이상의 객체들이 존재하더라도 SLAM

과 PTAM방식으로 생성된 장면에서 해당 객체들은 별개

의 객체가 아닌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3. 동적객체 실시간 독립추적 및 가시화

본 장에서는 한 장면 내에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동

객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주행형 

로 을 동 객체로 사용하 고, 가시화 콘텐츠 속 가상

로 과 해당 주행형 로 을 연동시켜 동 객체 상에 가

상 콘텐츠가 정합되도록 하 다. 카메라 한 당 하나의 

객체만을 추  할 수 있었던 종래 방법과 달리 카메라  

한 로 두 개 이상의 동 객체를 추 하고 동 객체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제시된 기술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Fig. 1]의 AR 

Visualization처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증강가시화

(Mobile AR)와 빔 로젝터를 통한 증강가시화 모듈

(Projection AR)로 나뉘어 구동된다.

[Fig. 1] Multiple Dynamic Objects Tracking & 
Augmented Visualization Architecture

모바일 기기 모듈인 경우, 기기의 내장형 카메라로 부

터 입력된 동 객체를 분석하여 특징 을 검출하고 검

출된 특징 을 어 리 이션으로 송한다. 송된    

특징 을 기반으로 동 객체의 치정보가 어 리 이

션에 장된다. 그 다음으로, 객체가 움직일 때마다 어

리 이션에 장된 동 객체의 기 치정보가 참조 되

어 객체의 치정보가 업데이트된다. 마지막으로, 업데이

트 된 동 객체의 치정보를 가상 환경의 객체에 입 

 업데이트함으로써 실제 객체와 가상 객체를 동기화한

다. 로젝션 모듈은 컴퓨터에서 구동되지만 그    원리

는 모바일 기기 모듈과 동일하다. [Fig. 1]의 Single Mono 

Cam으로부터 2개의 동 객체들의 치정보가 검출되고 

각 Virtual Cam으로 동 객체들의 추  역이 나뉘어 

Application으로서의 콘텐츠 내 AR Camera Class에 

장된다. Virtual Camera를 통해 장된 각각의 치정보

는 어 리 이션이 구동되는 동안 Virtual Environment

와 Robot Controller사이에서 수식(1), (2)으로 계속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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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ultiple Scenes Setup for Individual 
Tracking

이트 되고, 업데이트된 치정보는 동    객체로 사용된 

로 에 반 되게 된다. 수식(1)과 (2)에 한 설명은 3.2

에서 자세히 다룬다. 결과 으로, 해당  수식을 통한 로

 치정보에 따라 Virtual Environment가 로젝션 되

어 다  동 객체 실시간 추   로젝션 증강가시화 

기술을 보여 다.

3.1 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기술에 합하도록 

기존 SLAM기반 추 방법 비 추가 으로 사용한 방법

을 설명하고 3.2 에서는 앞서 언 한 수식과 동 객체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3.1 SLAM 기반 추적

SLAM 기반 추 을 사용하면 이미지 기반 마커를   

비롯한 마커 기반 추 을 사용할 필요 없이 무 마커 추

이 가능하게 된다. 단, 장면방향(Scene Orientation) 조정 

기능이 기존 증강 실 솔루션에서는 잘 제공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결과에는 SLAM 기반 추 을 사용

할 때도 추 의 정 도를 높이는 장면방향 조정 기능이 

추가되었고 SLAM으로 추 된 객체의 상호작용을 해 

가상 지오메트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하지만 기존 증강 실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SLAM 기반 

추 은 2개 이상의 객체를 개별 추 하여 서로 상호작용

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ig. 2]와 같이 2개 이상의 객체가 개별 추   서로 상

호 작용될 수  있도록 다  장면(Scene Objects)설정을 

마련하 다.

3.2 동적객체 간 상호작용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에서는 추 되는 동 객체를 

해 주행형 로 들을 활용하 다. 해당 주행형 로 들

은 서론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발된 시범 콘텐츠의 가상

로 들과 서로 동기화되어있다. 그 이유는 가상로 들과 

달리 주행형 로 들의 경우 인공지능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 한 상호작용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로

들의 AI와 상호작용요소를 기반으로 주행형 로 들 간

의 상호작용을 구 하 다. 를 들면, 실제 A로 을   

제어할 때 그 치 정보를 가상 A로 의 치 정보 변수

에 입하여 연산하고 반 로 실제 B로 이 실제 A로

의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가상 B로 의 치정보를 

실제 B로 에 입하여 연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 한 것처럼 종래의 SLAM방식으로는 

한 카메라 당 2개 이상의 동 객체를 개별 추 하고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Fig. 3]과 같이 구동되는 어 리 이션 상에 가상 카메

라 2 를 마련하여 2개 이상의 동 객체를 각각 추 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3] Tracking Method for Multiple Dynamic 
Objects

[Fig. 3]의 추  방법은 물리 인 카메라 한 로는 다

 동 객체를 추 할 수 없었던 종래 SLAM의 추 방

식에 가상 카메라를 도입함으로써 어 리 이션이 구동

되는 동안 개별 추 을 가능하게 한다. 가상 카메라는 배

열로 선언되었으며, 가상  카메라들은 각각 해당되는 주

행형 로 을 [Fig. 3]의 1번 에서 2번 그리고 5번에서 6번

순으로 추 한다. 추 과정에서 검출된 로 들의 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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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dividual Tracking Method using Virtual Cameras

보는 [Fig. 3]의 2번 에서 3번 그리고 4번에서 6번순으로 

각각 가상로 에 반 되거나 가상로 과 실제로 의 움

직임을 동기화하는데 사용한다. 로 은 사용자가 사용하

는 로 과 어 리 이션 내 AI로 제어되는 로 으로 나

뉜다. 사용자 로 을 Robot A, AI 로 을 Robot B라고 

보았을 때, [Fig. 4]의 Virtual Camera [0]과 [1]은 각각 

Robot A와 Robot B를 추 한다.

Robot A의 치정보는 가상로  A에 입된다. 

Robot B는 Robot A와 달리 가상로  B의 AI에만 의해

서 반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상로  B와 실제로  

B사이에는 치정보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가상로  B

와 실제로 B의 치 값 평균 수식 (1)과 편차 수식 (2)

를 구하고 편차가 은 치 값을 Robot B에 입한다.











⋯
 (1)













 ⋯ 



(2)

수식에서, k는 로 의 이동구간 변량, a는 구간에 따른 

측정 결과 값, 그리고 m은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수식 (2)는 각 이동구간 별 측정된 결과 값들이 

평균값으로부터 떨어진 편차를 의미한다. 해당 수식에 

한 결과는 4장 <Table 1>에 명시되어 있다. 결과 으

로 가상로  B의 상호작용 요소를 기반으로 상호작용 요

소가  없었던 Robot A와 B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4. 실험 및 결과

본 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검증하기 한 실험방법을 

소개한다. 실험은 [Fig. 1]과 같이 두 개의 모듈로 나뉘어 

시행되었고 [Fig. 5]는 해당 실험의 환경이다.

3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실험은 Mobile AR 모듈과 

Projection AR 모듈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Mobile AR인 

경우, [Fig. 5]의 Tablet 내장형 카메라를 통해 Robot A

와 Robot B를 추 하고 해당 로 들의 정지된 치정보

를 검출한다. 검출된 치정보를 Tablet에서 구동하는 어

리 이션에 장하고 해당 치정보를 참조하여 로

이 움직일 때마다 치정보를 지속 으로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 된 치정보에 상응하도록 어 리 이션에서 

동작하는 각 가상로 들의 치정보를 [Fig. 3] 과 Fig. 4

의 과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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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s (cm)
Mean

0-20 20-40 40-60 60-80 80-100

Mobile

Bots (cm)
19.5 20.1 20.55 19.95 19.9 20

Deviation 0.5 0.1 0.55 0.05 0.1 0.26

Virtual

Bots (cm)
20 20 20 20 20 20

Deviation 0 0 0 0 0 0

Mean of 

Robots’

Movements

(cm)

19.75 20.05 20.275 19.975 19.95 20

[Fig. 5] Environment of Tracking Multiple Dynamic 
Objects & Augmented Visualization

[Fig. 6] Virtual Environment & Robots in Application

[Fig. 6] 은 실제 로 이 존재하는 축구 경기장 모양의 

보드와 노트북 상의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 내

에서 가상로 은 외부 세계의 실제 로 에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노트북 상에서 사용자용 가상로 을 제

어하면 그에 따라 실물로  Robot A가 움직이게 된다. 

사용자용 로 에 반응하여 AI 용 가상로 도 정해진 AI

에 따라 움직이고 해당 움직임은 Robot B에 반 된다. 

즉, 노트북 상의 가상환경정보와 제어명령에 따라 Robot 

A와 Robot B가 상호연동 되어 반응을 보이게 된다.

[Fig. 7] Projection based AR Visualization 
         Environment 

Projection AR의 경우도 [Fig. 5]의 Mono Cam을 통해 

동 객체의 기 치정보를 검출하고 [Fig. 1]처럼 

Application의 AR Camera Class에 해당 정보를 장한

다. 장된 치정보는 Main PC에서 지속 으로 업데이

트 되어 [Fig. 1]의 하단처럼 해당 정보가 로 에 입연

산 된다. 결과 으로 [Fig. 7]과 같이 비 평면 구조물에 

로젝트 되어 가시화 된다. 언 한  실험을 통해서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실제 객체가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다  동

객체 추   증강 가시화 기술은 정 인 객체에서 벗어

나 동 객체를 사용하여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 상으로 정확한 증강가시화가 되도록 한다. 3장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실제로 과 가상로 은 움직임 

시 이동 치에 한 오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과 가상

로 이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치 오차를 해결하기 

해 각 로 에 해당하는 이동 값의 평균과 그 편차를 구

하 다. 결과 으로  편차가 은 이동 값을 실제로 에 

입 연산함으로써 오차를 감소시켰다. [Fig. 8]은 

<Table 1>의 결과 값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 Movements of Mobile&Virtual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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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nce Graph for Speed factor of 
Robots

사용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증강가시화를 통해 결과

으로 [Fig. 9]와 같이 동 으로 움직이는 실제 객체와 

가상 객체 간 상호작용을 직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리

고  비 평면 구조물에 가상환경과 콘텐츠가 로젝션 증

강 가시화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  보다 몰입 

감 있는 콘텐츠의 체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된다.

[Fig. 9] Result of Multiple Dynamic Objects Tracking 
& Augmented Visualization

5. 결론

본 논문은 동 객체 상에도 가상 콘텐츠가 잘 정합되

는 기술을 제안하 다. 해당 실험에서 주행형 로 을   

동  마커로 사용하 고, 가시화 콘텐츠 속 가상로 과 

해당 주행형 로 을 연동시켜 로 이 움직이는 에도 

가상 콘텐츠가 해당 로 에 잘 정합되도록 하 다. 한, 

동 객체를 추 하기 해 이미지 기반 마커를 이용하

고 Perspective-view에서 추 하기 어려운 이미지 마커

의 단 을 보안하기 해 SLAM을 활용하 다. 그러나 

종래방법에서는 생성된 장면에서는 해당 마커들이 별개 

객체가 아닌 하나의 객체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래서 한 장면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마커

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 다. 해당 실험은 

카메라 한 당 하나의 동 객체만을 추  할 수 있었던 

종래 방법과 달리 카메라 한 로 두 개 이상의 동 객체

를 추 하고 동 객체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 다. 

향후 실제 객체의 치정보를 기반으로 가상 콘텐츠를 

정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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