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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신문, 잡지, 앨범 등에서 추출한 정적인 영상으로부터 이와 연계된 동영상을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먼저, 매체에 인쇄되어 있는 원본 영상에 대하여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여 관련 동영

상과 함께 저장한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하면, 이의 특징점을 실시간으로 추출하

여 이와 매칭되는 원본 영상을 검색하여 연결된 동영상을 불러와서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로 보여준다. 제안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적용시켜 보았으며 테스트 결과, 인쇄매체의 이미지 일부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도 인식에 문제가 없이 잘 동작함을 확인하

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service system which shows linked video clips from the static images extracted from newspapers, 

magazines, photo albums and etc in an augmented reality. First , the system uses SURF algorithm to extract features 

from the original photos printed in the media and stores them with the linked video clips. Next, when a photo is taken 

by using a camera from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the system extracts features in real time, search a linked 

video clip matching the original image, and shows it on the smart phone in an augmented reality. The proposed system is 

applied to Android smart phone devices and the test results verify that the proposed system  operates not only on 

normal photos but also on partially damaged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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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모바일 산업은 

음성통신 위주에서 데이터 통신 위주로 산업의 중심이 옮

겨가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들은 실시

간성, 정보소통의 확장, 공간제약의 탈피 등을 통해 디지털 

정보와 미디어의 소비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의 출현을 가속화시켰으며, 기업 간 경쟁 구도와 경쟁 

영역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등 사회전반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나아가 다른 한편에서는 기기 간의 연결성, 

정보의 연결성, 서비스의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기뿐 아니라 생활공

간의 역할 구분을 변화시키면서 공간을 컨버전스시키는 형

태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모바일 증강현

실은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는 물

체, 내가 속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실사에 자

연스럽게 겹쳐진 영상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로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증강현실 기술 구현의 

핵심 요소인 카메라가 대부분 장착되어 있으며, GPS 탑재

도 보편화되면서 가장 보편적인 증강현실 매체로 각광받고 

있다.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이 모바일 기기상에서 효과적

으로 구현되려면 카메라의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 입력된 

실공간에 가상 정보를 정합하는 기술, 사용자가 표현한 가

상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기술 등의 여러 가지 세부기술이 

요구된다. 증강현실의 동향을 살펴보면 위치 기반에서 영

상기반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단말 기반 증강현실 기술 

구현을 위해 스마트 단말 장치에 내장된 카메라와 이미지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신문, 잡지 등에 인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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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의 영상을 인식하여, 이와 연결된 동영상 정보를 

현실세계의 영상에 겹쳐서 보여주게 함으로써 보다 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순한 위치

기반 방식보다는 SURF 알고리즘 등과 같은 영상처리기법

을 활용한 증강현실 기술 구현을 통하여 스마트폰 등의 단

말장치에서 증강현실 서비스 기술을 다양하게 확장하여 응

용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Ⅱ. 증강현실 기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결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보이지 않는 정보를 실세계 정보에 투영하고 서

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해 다양한 디지털 정

보를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증강

현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가상의 객체가 실질적인 3차원 좌

표계 환경에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과정으

로는 위치(positioning), 렌더링(rendering), 병합(merging)으

로 구성된다. 위치는 가상의 객체를 카메라의 위치에 맞춰 

변환 및 회전하는 과정이고, 렌더링은 3D모델로부터 투영

된 2D 영상을 계산하는 과정이고, 병합은 가상의 객체를 

실세계 환경과 병합하는 영상 처리이다[4]. 

증강현실의 방식은 크게 영상인식기반 방식과 위치정보

기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영상인식기반 방식은 카메라

에서 사물의 정보를 영상처리를 통해 인식하는 것으로서 

마커의 형태를 인식하기 위한 카메라와 트랙킹 기술 등 인

식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마커에 따라 특화된 정보를 제

공하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적합하

다. 쇼핑 카탈로그, 잡지 등에 추가 디지털 정보 제공, 실

내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광고 등에 주로 활용된다. 단점은 

특정 마커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증강현실 정보가 구현된다

는 점으로, 마커가 손상되거나 카메라 각도가 좋지 못할 

경우 콘텐츠 구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위치정보기반 방식은GPS 등을 통해 수집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길찾기 서비스,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 모바일 광고 및 SNS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GPS 정보를 활용하므로 기존 증강현실 브라우

저(플랫폼)에 콘텐츠만 바꿔 입력하는 형태로 다양한 서비

스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GPS 자체의 한계 상 증강현실 

구현 시 약간의 위치 정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GPS

는 ‘위치’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의 정보가 변할 경

우 해당 위치의 증강현실 정보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

야만 정보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증강현실의 종류에는 유사 증강현실, 마커기반 증강현실, 

비전기반 증강현실이 있다. 유사 증강현실은 GPS와 같은 

디지털 나침반을 이용하여 구현은 용이하나 정확한 위치정

보는 불가하다. 마커기반 증강현실은 마커를 인식하여 GPS

센서 없이 카메라 영상만으로 증강현실이 가능하지만 마커

가 있어야하고 조명에 민감하다. 비마커기반 증강현실은 

실시간 증강이 가능하나 리소스 소요가 크다. 그리고 비마

커기반 추적 기술은 크게 모델 기반과 비모델 기반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모델 기반 방식은 실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

득하여 객체 추적하기 전에 3D모델이 저장되어 카메라 방

향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비모델 기반 방식은 카메라의 

프레임을 통해 사전 정보 없이 추정된다[5-9]. 

최근 급속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증강현실 기술은 단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기술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이미 많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많은 모바일 응용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은 장착된 GPS, 중력센서, 가속센서 및 고해

상도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 움직임 등

을 반영한 맞춤화된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한다[1,2].

Ⅲ. 증강현실 동영상 서비스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적영상을 이용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영상인식 및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영상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

였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 1. Schematic of overall system

제안된 시스템은 이미지가 포함된 신문, 잡지 등의 책자

를 보다가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하여 책자의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이미지와 매칭된 동영상을 불러와

서 증강현실 형태로 보여주는 증강현실기반 동영상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문, 잡지, 앨범 등

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제작할 

때 인쇄되는 이미지에 대한 특징점을 추출하여 특징점 정

보와 함께 이와 매칭되는 동영상 정보를 서버에 저장한다. 

그리고 제작된 인쇄매체에 삽입되어 있는 이미지를 스마트

폰으로 인식하여 해당 영상과 연계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증강현실로 보여준다. 인쇄매체에 인쇄 된 이미지는 증강

현실로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연결 영상의 역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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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3.1 링커 이미지 특징점 및 동영상 정보 저장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는 먼저 동영상을 저장서버에 저장

할 때,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인식 과정을 통해 이와 연

결된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연결점의 역할을 하는 인쇄

매체 등에 인쇄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점이 되는 인쇄물에 인쇄된 이미지를 

링커 이미지(Linker Image)라고 정의 한다.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링커 이미지를 인식하여 링커된 동영상

을 보기 위하여, 링커 이미지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동영상

과 함께 저장해야 한다. 이 링커 이미지의 특징점을 추출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알고리즘을 이용한다. 그림 2는 링커 이미지와 동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블럭도를 나타낸다.

그림 2. 링커 이미지 및 동영상 저장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for store of linked image and 

video data

SURF 알고리즘은 고속 헤시안 검출기를 사용하여 특징

점을 추출한다. 고속 헤시안 검출기는 적분영상과 근사화

된 헤이시안 검출기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적분영상이란 

원점부터 각 픽셀의 위치까지의 사각형 영역의 모든 픽셀 

값들의 더한 것이다. 헤시안 검출기는 행렬식 기반의 특징

점 추출 알고리즘이다[10, 11].

     
              (1)

식 (1)과 같은 근사화된 헤시안 검출기는 2차 가우시안 

미분필터와 컨볼루션을 통해 얻어지는 헤이시안 행렬식 대

신 9×9 박스필터를 이용하여 근사화된 헤시안 행렬식을 

사용한다. 

추출된 특징점은 Haar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여 기술어

를 생성한 후 생성된 기술어를 동영상 정보와 함께 DB에 

저장한다. 기술어를 생성하는 방법은 먼저 특징점의 벡터

가 갖는 방향(Orientation)을 계산하기 위해 6σ의 크기를 

갖는 반지름 내에 있는 점들의 Haar 웨이블릿 응답을 계산

한다. 응답에 대응되는 점들 중 π/3 크기의 Orientation 

Window를 360˚방향으로 검색하여 Window 범위 내 수직, 

수평 성분의 벡터들 합이 가장 클 때 그 벡터를 방향벡터

로 정의한다. 방향벡터를 기준으로 다시 x, y 방향에 대한 

Harr 웨이블릿 응답을 구하고 웨이블릿 응답의 합을 이용

하여 64차원의 기술어 벡터를 추출한다. 64차원의 벡터 정

보를 동영상 정보와 함께 서버에 저장한다. 기술자의 주 

방향은 특징점의 벡터에 따라 고정된 방향으로부터 생성되

는 것이 아니라 각 특징점이 갖는 Haar 웨이블릿 응답에 

따라 생성되므로 회전 불변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

으로 이미지 내의 객체가 임의로 회전하여도 기술자는 변

하지 않고 고유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림 3은 링커 이미

지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링커 이미지를 만들 때 임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링커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동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을 링

커 이미지로 사용한다.

그림 3. 링커 이미지의 특징점 추출

Fig. 3. The extraction of features in linked image

3.2 증강현실 동영상 서비스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는 인쇄된 링커 이미지가 포함된 책자를 보

다가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장치를 이용하여 책자의 이미

지를 인식하여 해당 이미지와 링커된 동영상을 불러와서 

증강현실 형태로 보여주는 증강현실기반 동영상 서비스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3.2.1 링커 이미지 특징점 매칭

잡지, 신문 등에 인쇄된 링커 이미지를 인식하여 매칭된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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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이미지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은 동영상을 저장할 때 이미지의 특징점을 찾아내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인쇄된 링커 이미지를 스

마트폰의 카메라로 비추면 카메라 프레임에 보여지는 이미

지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특징점을 추출한다. 이때 동영상

을 저장할 때 저장한 이미지에서 추출한 특징점과 매칭하

기 위한 특징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SURF 알고리즘으로 동

일한 방식으로 특징점을 찾는다. 특징점의 매칭은 두 개의 

영상간의 대응하는 점들을 찾는 것으로써 미리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의 특징점과 카메라로 비추어서 

프레임에 보여지는 링커 이미지의 영상간에 대응되는 점들

을 찾음으로써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때 라플라시안

(Laplacian) 부호의 비교를 통해 정합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4는 링커 이미지를 인식하여 링커된 동영상을 재생

하는 흐름도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링커 이미지를 촬영

하면 촬영된 카메라 프레임에 대해 SURF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특징점 및 기술어(Descriptor)를 추출한다. 추출된 기

술어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저장된 링커 이미지들의 기술어를 순차적으로 추출하

여 스마트폰으로부터 받은 기술어와 매칭한다. 매칭하는 

방법은 서버의 기술어들과 스마트폰의 기술어들에 대하여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여 유사성을 

구한다. 모든 서버의 원본 이미지 기술어 쌍에 대하여 유

사성이 가장 높은 이미지를 정합하여 해당 이미지에 연결

된 동영상을 호출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전

송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카메라 프레임과 위치좌표를 매핑

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재생한다.

그림 4. 동영상 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Fig. 4. System flow of video clip service system  

특징점을 활용한 영상인식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왜곡되

거나 약간 구겨진 부분이 해당 특징점을 건들지 않거나 일

부 특징점이 훼손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매칭되는 영상을 찾

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버에 저장되는 영상과 특징점을 

상호 매칭하여 매칭되는 특징점이 5개 이상이면 해당 영상

으로 인식하고 동영상을 출력한다. 그림 5는 인쇄된 링커 

이미지에 대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에 대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5. 특징점 매칭

Fig. 5. The matching of features

카메라를 인쇄된 링커 이미지에 비추게 되면 그림 5와 

같이 특징점이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점은 서버로 전송하

여 정합 매칭 단계를 거쳐 해당 사진에 대한 동영상을 스

트리밍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사용자는 링커 이미

지 위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볼 수 있다.

3.2.2 증강현실 기반 동영상 출력

인쇄된 링커 영상의 특징점을 서버로 전송하여 이전에 

저장되어 있는 링커 영상의 특징점과 비교한다. 특징점이 

정확하게 매칭된다면 이 특징점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방식으로 동영상 데이

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스마트폰에서는 동영상 데이

터와 카메라 프레임을 병합하여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재생한다.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증강현실로 재생할 때 재생하는 

곳의 정확한 위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호모그래피

(Homography) 변환 방법을 이용한다. 호모그래피는 2D평면

에서 임의의 사각형(공간)을 다른 사각형(공간)으로 매핑시

킬 수 있는 변환이다. 식 (2)는 호모그래피의 변환식이다. 

호모그래피란 3×3 행렬로 기준 영상의 점과 그에 대응되

는 대상 영상의 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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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프레임과 카메라 프레임에서 매칭되는 특징점을 

입력으로 호모그래피 행렬을 구한다. 이 행렬을 이용해 동

영상 프레임의 사각형을 카메라 프레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구할 수 있다. 동영상 프레임의 사각형 좌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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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상
(특징점
수)

SURF
알고리즘
특징점 수

기울
어진
영상

크기
가
다른
영상

손실
된
영상

훼손
된
영상

뒤집
어진
영상

인물

영상

(61)

영상

특징점

추출수
82 87 61 135 55

매칭

특징점 수
22 6 17 11 10

전경

영상

(152)

영상

특징점

추출수
165 479 151 156 155

매칭

특징점 수
36 25 12 5 44

그래픽

영상

(228)

영상

특징점

추출수
296 385 241 234 228

매칭

특징점 수
20 41 84 27 61

위 점(0,0), 오른쪽 아래 점을 행렬에 적용시키면 카메라 프

레임에서 재생하려는 사각형 좌표를 찾을 수 있다. 추출된 

사각형 좌표 영역에 증강현실 형태로 동영상을 재생한다. 

그림 6은 재생 영역 매핑을 통하여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

영상 재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영역 매핑을 통한 증강현실 동영상 재생 과정

Fig. 6. The process of augmented reality video playback 

through area mapping 

Ⅳ.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마트 모

바일 장치 기반 증강현실 동영상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한 

후 그에 대한 효용성을 테스트하였다. 먼저 SURF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링커 이미지에 대하여 특징점을 추출하여 서

버에 저장하고 이와 연결하여 동영상을 저장하였다.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에 인쇄된 링커 이미지를 스마트폰 등

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하여 특징점을 추출한 후,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들의 특징점과 매칭되는 원본 링커 이미지 

정보를 찾아서 이와 연결된 동영상을 보여준다. 

(a) 회전 변환된 영상

매칭

(a) The matching of

rotation-converted image

  

(b) 스케일이 변화된 영상

매칭

(b) The matching of

scale changed image

(c) 손실된 영상 매칭

(c) The matching of

loss image

  
(d) 훼손된 영상 매칭

(d) The matching of

damaged image

그림 7. 오염된 이미지의 특징점 매칭

Fig. 7. The matching of features in spoiled images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에 인쇄된 링커 이미지는 여

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일부 오염된 이미지에서도 인식을 정확하

게 수행하여 연결된 동영상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

다. 

표 1은 원본 링커 이미지에 대한 특징점과 훼손된 링커 

이미지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이를 매칭한 결과를 보여준

다. 그 결과 일부 훼손된 영상에 대해서도 정확한 매칭을 

수행하여 링크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표 1. 훼손된 영상에 대한 특징점 추출 및 영상 매칭 

테스트 결과

Table 1. The results of features extraction and 

matching for spoiled images

그림 8은 실제 구현된 내용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시연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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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처리

(a) 인쇄된 미디어

영상의 인식

(a) Recognition of

printed media image

  
(b) 증강현실 동영상의

재생

(b) Playback of video

clip in augmented reality

 그림 8. 제안된 시스템 시연

Fig. 8. The demonstration of implemented system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인식 및 증강현실을 이용한 실시간 

동영상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신문, 잡

지, 앨범 등의 인쇄 매체는 정적인 이미지를 통한 서비스

만을 제공하였으나, 제안 시스템은 정적인 이미지뿐만 아

니라 필요시에 정적 이미지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동영상 

정보를 증강현실 형태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먼저 매체에 인쇄된 링커 이미지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동영상과 매칭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문 잡지에 인쇄된 링커 이미지

를 인식하고 특징점을 실시간으로 추출하여 매칭된 동영상

을 불러와서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로 보여준다. 본 구

현 시스템의 테스트 결과 일부 오염된 이미지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인식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미지 내의 다양

한 사물에 대해서도 인식하여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사용

자에게 서비스하는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

물에 대한 의미를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또한 고속 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

간 센싱과 실시간 비주얼 탐색, 실시간 특징 추적과 사물

인식 등을 활용한 증강현실 응용 연구도 계속 진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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