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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동용 교육 사업 영역에서 최근 증강현실을 활용

한 여러 교육방법과 교구 개발들이 시도되고 있다.

증강현실을 염두에 두고 아예 새로운 교구와 컨텐츠

를 제작할 수도 있으나, 비용과 사업 리스크(risk)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

존에 존재하는 컨텐츠를 재활용하는 전략을 우선 고

려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교구 재활용 방법은 기존 

교구들이 대부분 영상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

고 제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인식에 여러 난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동용 

교구도 이미 시판되고 있는 기존의 교구와 컨텐츠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영상인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

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물체 인식 방법의 주요 논점이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도전들은 크

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3세 이하

의 아동이 가지고 놀면서 학습하는 것이기에 안정되

고 일관성 있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안정된 물체 인

식을 위해서는 물체 회전과 물체가 놓이는 위치, 기

하학적 왜곡에 대하여 강인한 방법이 필요하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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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존 교구들은 영상인식 및 영상처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교구의 표면 반사 정도, 두께로 인한 그림자 발생,

교구의 색깔, 형태, 크기 등에 의한 구분이 확연하지 

못한 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식 알고리즘의 개발

이 필요하다. 셋째로, 아동 대상의 교육용 기기이므

로 반응 속도가 느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특별

한 하드웨어 가속기나 고성능 프로세서가 없는 일반

적 임베디드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하는 성

능 제약조건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시스템의 주요 하드웨어 

구성은, 계산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게임시나리오 

및 교구 물체 특징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을 담당하는 

태블릿, 태블릿에 장착된 카메라, 태블릿의 지지대 

등이다. 개발하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은, 전면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에서 물체가 있는 관심영역을 

추출하는 부분, 전경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하는 부분,

전경 이미지를 분석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부분 및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을 하는 부분 및 그 결과

를 증강현실로 태블릿의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들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이다.

본 논문의 시스템과 비슷한 구성을 가진 영상 인

식 기반 아동 교육용 상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애플 

아이패드(iPad) 전용 제품인 Osmo[7]가 있다. 하드

웨어 구성 면에서 Osmo가 제안된 시스템과 유사하

지만 Osmo는 처음부터 영상인식을 염두에 두고 교

구의 물리적 설계 (재질, 두께, 색상, 무늬, 퍼즐의 개

수, 크기 등)를 현저히 다르게 하였고 게임의 시나리

오가 영상인식에 유리하도록 정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과 전제가 다르다.

본 연구의 기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된 

방법은 영상인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기존 

교구를 대상으로 안정적 영상인식 방법을 개발하였

다. Osmo와 같이 영상인식을 목표로 설계된 교구에 

비해서 일반 교구는 안정적 인식에 많은 장애가 존재

하기 떄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다. 둘째, Osmo는 

매우 간단한 형태의 교구만을 대상으로 구현되었으

나, 제안된 방법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매우 복잡

한 형태의 교구를 대상으로 높은 인식 성능을 달성하

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미인식율과 오인

식율이 0.5%와 1.3%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셋째, 높

은 인식율을 유지하면서도 실시간 성능을 보이는 방

식을 개발하였다. 태블릿과 같은 환경은 일반 PC에 

비해서 컴퓨팅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보

장을 위해서 기존 영상인식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1장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기존의 관련 연구를 요약하였고 3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 교구의 특징을 영상인식 문제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문제 해결에 따른 어려움을 서술한다. 4장

에서 전체 시스템의 개요와 주요 영상 처리 과정 및 

인식 과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10,000 프레임이 

넘는 실제 교구 사용 영상 비디오를 이용한 실험을 

통한 인식률 측정 및 계산 속도 결과를 제시하고, 6장

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영상 인식 기반의 기존 객체 인식 방법을 4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다. 첫 번째로 컬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1]. 이 방법은 입력 영상에서 객

체 영역의 색상 정보 값을 추출하여 가공한 뒤 찾고

자 하는 객체의 색상 정보 값과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논문 [1]의 알고리즘은 

색상 차의 민감도를 낮추고 연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색상 군집화하고 3차원 컬러 에지 공동 발생 히스토

그램(CECH)를 형성하고 이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객체를 찾는다. 이 방법은 회전 및 크기, 부분 유실,

객체의 접힘 현상등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알고리

즘이지만 여전히 조명 변화에 약하고 단일 유사색으

로 구성된 객체 간의 구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 에지의 방향성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

법이 있다[2]. 이 방법은 인식하고자 하는 객체의 배

경을 제거한 이진 영상에서 각 에지의 방향성을 36개

로 나누어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객체들을 군집화하

여 유사객체를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객체의 단

순 에지 정보만을 사용한 경량 알고리즘으로써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하여 사람의 몸 전체의 제스쳐 인식 

등에는 활용도가 높지만 비슷한 객체를 구분하는 정

교한 비교를 요구하는 응용에는 무리가 따른다.

세 번째,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

form), SURF(Speed-Up Robust Features), ORB

(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BRISK

(Binary Robust Invariant Scalable Keypoints)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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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특징점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3-5]. SIFT와 

SURF는 높은 성능을 보장하는 알려진 알고리즘이

지만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 물체 인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체 알고리즘으로 FAST((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특징점 검출 알고

리즘과 Descriptor 생성이 빠른 BRIEF(Binary Ro-

bust Independent Elementary Feature) 특징점 기술

자를 사용하는 ORB[3]와 BRISK[4]가 있는데, 논문 

[3]은 ORB에 비교 대상 데이터 정렬 및 코어 단계 

분류를 통한 병렬 처리로 속도를 향상시켰다. 임베디

드 환경에서의 실시간 처리 속도를 보이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장점이다. 하지만, 특징점을 사용한 알고

리즘의 경우 모두 내부 특징이 약한 물체 인식이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네 번째로 히스토그램 기반 상관성을 이용한 방법

이 있다[5]. 이 방법은 상관성 기반 영상 분류 방법으

로 참조 영상의 픽셀과 입력 영상의 픽셀 사이의 상

관성을 각각 상대적 위치 비교 방법으로 객체를 인식

한다. 이 방법은 특정 패턴의 영상의 모양, 위치, 크

기, 회전에 강건한 인식이 가능하나, 흑백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모양 인식으로써만 높은 인식률

을 보이며 비슷한 외형을 가진 영상을 유사 영상으로 

인식하는 오인식이 존재하고 여전히 부족한 인식률 

때문에 본 시스템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와 미디언 필터를 

적용하여 물체 영상 정규화 한 후, 주성분 분석방법

을 통해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6]. 이 방법은 

먼저 크기와 밝기에 강건한 물체 인식을 위하여 원본 

영상을 각각 크기와 밝기에 대하여 정규화한 후, 각 

물체 영상의 데이터들의 공간적 위치 값의 분포도 

계산하여 고유치 값에 비례하여 재구성하는 하여 물

체 형상의 전체 평균 모델로 객체를 인식한다. 이 방

법은 밝기 변화에 강건하여 안정된 수준의 인식률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인식률이 떨어지고

조도의 각도에 따라 생기는 음영을 대처하지 못하며 

컬러 영상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제안된 여러 객체 인식 방법이 존

재한지만, 이 방법들은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교구

의 특성상 신뢰할만한 인식률을 보이지 못하거나 성

능 면에서 충분히 빠른 실시간 반응 속도를 보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문제의 정의

3.1 구현 대상의 상용 교구 설명

증강현실로 구현하려는 대상 학습 교구 퍼즐은 이

미 시판 중인 아동 영어 학습 퍼즐로서, 영상 인식의 

대상이 되는 교구는 영어 단어들을 그림으로 형상화

한 조각 퍼즐들이다. 하나의 퍼즐은 2～3개의 조각으

로 나뉘어 있다. 인식해야할 서로 다른 퍼즐의 조합

의 수는 총 166개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 Fig. 1의 

(a)는 HOUSE 영어 단어 퍼즐을, (b)는 BEAR 퍼즐

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a)의 H와 OU와 SE의 3개의 

조각을 합하면 HOUSE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각 조각을 따로 인식하기도 하고 3개의 조각이 합쳐

진 형태를 인식하기도 해야 한다. 또한, 3 조각이 합

쳐진 형태와 같은 모양의 작은 1개의 조각을 구분하

여 인식해야 한다.

이 완제품 퍼즐 조각의 인식을 마커 패턴과 특수 

(a) (b)

Fig. 1. Examples of target physical instruments. (a) Puzzle 

pieces for HOUSE word, (b) Puzzle pieces for 

BEAR word.

Table 1. Hardware platform component description

Items Description

Tablet Device a computer to play the game program and store the game DB

Tablet Stand stand to fix the tablet slope and pose for image capture and display

Adaptor with mirror
a mirror directing the field of view of tablet front camera to capture the images on

the playground

Camera a front camera of tablet that captures object images

Playground a place holding target puzzle pieces. It assumes to be a singl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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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카메라로 영상인식을 

하는 것이 제안된 문제이다.

3.2 시스템 개요 및 하드웨어 구성

구현하려는 시스템의 물리적 장치 구성은 Fig. 2

와 같다. Fig. 2의 각 구성요소는 Table 1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Fig. 3은 구현하려는 전체 시스템의 논리적 구성 

요소간 상호작용 개요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태블릿 

앞의 바닥판(playground)에 임의의 퍼즐조각을 배열

하면 태블릿의 거울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입

력받는다. 태블릿에서는 입력 영상을 분석하고 퍼즐

별 특징 정보 DB를 검색하여 어느 퍼즐 조각인지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인식된 퍼즐의 내용에 해당하

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태블릿 디스플레이에 재생

하여 증강 현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준다.

3.3 본 영상인식 문제의 주요 방해 요인들

일반적인 영상 인식 문제에 비해서 본 논문의 영

상인식 문제가 특별히 더 가지는 어려움과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요구사항 및 제약조건들을 기조교구 특

성의 문제, 장비 특성의 문제, 사용자 특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3.1 기존 교구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아동용 교구는 증강 현실

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제품이기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한 영상 처리 및 인식을 하고자 할 경우 해결해

야할 어려움들은 세 가지가 있다. (1) 퍼즐 객체의 

표면이 빛을 정반사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빛에 

노출되는 각도와 광량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며,

심할 경우 객체 이미지의 내부 정보를 상실할 수 있

다. (2) 퍼즐 객체의 두께가 두꺼워서 보는 각도에 

따라 외형이 다르게 보이고 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

가 다르게 생긴다. (3) 총 166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

는 다수의 퍼즐들이 모양과 크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가 많으며, 퍼즐의 이미지가 특징점을 구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또한, 퍼즐의 색상도 매우 다양하여 색상

만으로 서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Fig. 2. Hardware platform components and config-

uration of our system.

Fig. 3. Overall System for the Target Education Applica-

tion with Physical Objects.

(a) (b) (c) (d)

Fig. 4. Examples of problem by reflection. (a) normal, (b) highly illuminated, (c) low illuminated, (d) partially illu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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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퍼즐이 빛을 정반사하는 재질이기 때문

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예시이다. Fig. 4의 

(a)는 조명 조건이 좋을 때 퍼즐의 입력 영상이다.

(b)와 (c)는 퍼즐이 빛을 카메라 방향으로 정반사하

는 경우와 고르지 못한 광량으로 퍼즐에 그림자가 

진 경우를 촬영한 영상인데, 이 경우 퍼즐의 색상 정

보가 크게 왜곡될 뿐만 아니라 퍼즐 이미지 내부 정

보도 손실되기 때문에 칼라 히스토그램이나 특징점 

검출을 통한 객체 인식이 어렵게 된다. 또한 (d)와 

같이 퍼즐의 일부만 빛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반사 

문제와 그림자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a)와 같이 육안으로 빛의 방해 요소가 없는 경우에

도 빛을 잘 반사하는 퍼즐의 재질 문제로 인해서 컬

러 히스토그램 정보가 매 프레임마다 따라 크게 달라

진다.

Fig. 5는 퍼즐 조각의 두께가 두꺼워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예시이다.

Fig. 5의 (a)는 조명이 고르고 퍼즐을 카메라로부

터 가까이 두었을 때의 입력 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이에 반해 (b)의 경우 퍼즐의 두께로 퍼즐 주위에 두

텁고 짙은 그림자가 생기며 카메라로부터의 퍼즐이 

멀리 놓여서 크기와 모양마저 다르게 보이는 경우이

다. 이 경우, 객체의 윤곽선 형태 정보를 이용한 물체 

인식을 시도하면 그림자도 객체의 일부로 인식이 되

고 크기가 변하여 다른 물체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c)와 (d)의 영상을 비교해보면 퍼즐을 어떤 각도로 

놓느냐에 따라 퍼즐의 두께 때문에 퍼즐 모양에 왜곡

이 생긴다. 이 경우 같은 객체임에도 서로의 윤곽선 

형태정보와 내부 정보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Fig. 6은 서로 다른 글자 퍼즐이지만 크기와 모양

이 유사한 퍼즐의 특성을 보이기 위한 예시이다.

Fig. 6를 보면, 퍼즐의 조각들의 외형이 매우 둥글

고 색이 매우 다양하며 그 크기와 모양은 유사한 퍼

즐이 많다. 이 유사 퍼즐들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사용하여서 퍼즐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Fig. 6 (a)

와 (b)를 보면 퍼즐의 색상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는 세 조각의 퍼즐의 합이고 (b)

는 하나의 통합된 작은 크기의 퍼즐인데, 이를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c)와 같은 글자 형태의 퍼

즐을 따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d)와 (e)와 같이 

유사 색으로 구성된 퍼즐은 컬러 히스토그램 유사도

를 통한 인식이 어렵다. (f) 퍼즐은 내부 특징이 뚜렷

하지 않아 물체의 특징점 검출을 이용한 물체 구분이 

어렵고, 각 부분들과 부분들의 합을 구분하기도 어렵

다.

(a) (b) (c) (d)

Fig. 5. Examples of problem by thick puzzle pieces. (a) Normal case, (b) Shadow, (c) Distorted by Direction 1, (d) 

Distorted by Direction 2.

(a) (b) (c)

(d) (e) (f)

Fig. 6. Examples of similar shapes and sizes of different Pu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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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장치 구성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

태블릿 카메라 센서의 특성과 태블릿 상에서 카메

라가 설치된 위치와 상하 각도가 물체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사후 영상 보정이 

필수적이다. 태블릿 자체가 거치대에 놓여지기 때문

에, 태블릿이 놓이는 거치대 받침대의 높이 및 거치

대의 기울어진 각도 및 전면 카메라에 부착된 거울의 

반사각으로 인해서 촬영된 퍼즐 영상에 투영 변환

(Perspective Transform)에 의한 기하학적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태블릿에 내장된 카메라의 해상

도, 센서 감도, 화각(Field of View), 색상 보정 등도 

카메라마다 상이하다.

Fig. 7은 태블릿과 이에 장착된 카메라가 지면과 

이루는 각도 때문에 생기는 영상의 변형 문제를 보여

준다. 카메라 전면 바닥 면에 놓인 퍼즐을 인식하기 

위해 Fig. 7의 (a)와 같이 거울을 부착하게 되고 이런 

장치 구성은 Fig. 7 (b)와 같이 변형된 형태로 물체를 

보이게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 플랫폼 구성

에서 카메라의 높이와 각도를 고정하여 투영변환

(perspective transform) 보정을 위한 파라미터를 고

정시켜 단순화하였다.

한편, Fig. 8은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른 종류의 태블릿 카메라 센서에서 영상이 다르게 

촬영됨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Fig. 8의 (a)는 iPad에서 촬영된 이미지이고 (b)는 

삼성 갤럭시 탭에서 촬영된 이미지이다. 동일한 물체

를 각도, 높이, 조도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했음

에도 불구하고 태블릿의 종류에 따라 장착된 카메라 

센서의 화각, 해상도, 컬러 보정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력 영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영상 인식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타겟 하드웨어 장치를 삼성 갤

럭시 탭으로 한정하여 구현 및 실험하였으나, 주요 

파라미터만 보정하면 iPAD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a) (b)

Fig. 8. Images from different camera sensors. (a)  Image 

captured by iPad Camera, (b) Image captured by 

Samsung Galaxy Tab Camera.

3.3.3 사용자 특성으로 인한 요구 사항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특성상 요구되는 시

스템의 추가 제약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가 아

동이라는 점은 성인 사용자와는 달리 사용자의 시나

리오가 고정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고려사

항들이 추가됨을 의미한다.

첫째, 아동들은 사용중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

어야 하기 때문에 성인 사용자에 비해서 계산 지연시

간이 짧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 컴퓨터가 바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물체의 위치나 각도를 바꾸어 볼 것이고 

계산 과부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자가 수시로 위치와 자세를 바꿀 수 있

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변광의 밝기와 광원이 고정된

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나 조명 조건의 변화

에도 높은 인식률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로, 앞서 언급한 사용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조도의 변화 문제 외에도, 사용자가 퍼즐 조각의 위

치와 회전 각도를 항상 바르게 놓는다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물체 인식율 면에서는 미인식률 보다는 오

인식률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인식이란 다른 

(a) (b)

Fig. 7. Image distortion due to stand angle. (a) Hardware 

configuration, (b) Distorted Image due to per-

spective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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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퍼즐로 잘못 인식하여 입력에 맞지 않는 반응

을 내보내는 것이고, 미인식이란 입력에 매칭되는 퍼

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미인식이 될 경우

는 사용자가 퍼즐의 위치나 각도를 추가적으로 조정

하다 보면 결국은 바르게 인식될 수도 있으나, 오인

식이 될 경우는 잘못된 응답으로 학습자에게 지식의 

혼란을 야기하여 학습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4. 외부 변화에 강인한 물체 인식 방법

4.1 계층적 단계별 후보 검출을 통한 물체 인식 방법

신뢰도 높은 정교한 물체 인식을 위해 SVM (Support

Vector Machine)이나 최신의 기계학습 이론인 

DCNN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가)등의 강

력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연

구 환경은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제약 조건이기 때문

에 임베디드 장치에서도 실시간성이 보장되는 빠르

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물체 인식 방법이 요구된다.

Fig. 9은 낮은 컴퓨팅 능력으로 실시간 처리 속도

와 높은 정확도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인식 방법의 핵심을 요약하여준다. 제안된 

방식은, 전처리 과정에서 먼저 관심영역의 왜곡을 보

정하고 관심영역의 이미지에 대해서 N개의 경량급 

분류기를 차례대로 사용하여 매칭 후보의 갯수를 점

차 줄여 목적하는 물체를 최종 인식하는 계층적 단계

별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더불어 여러 종류의 분류

기에서 얻은 점수를 가중 평균하는 종합적 합산 방식

을 구사한다.

4.2 입력 영상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

태블릿 장치를 통해 입력된 영상은 2장에서 설명

한 퍼즐과 장치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입력 영상의 전처리 과정에

서는 퍼즐 내부 정보의 왜곡 상태를 판별하고 영상의 

기하학적 변형을 수정해주는 작업을 한다. 입력 영상

의 왜곡을 수정한 뒤에 배경을 제외한 전경 부분만으

로 관심 영역 이미지를 따로 분리한다. Fig. 10은 입

력 영상을 전처리 하고 물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영역(ROI)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영상 전처리 과정은 장치 기울기로 인한 영상의 

기하학적 변형을 수정하고,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

한 동적 배경 학습과 관심영역의 회전 부분이 중요하

다. 장치 구성 환경의 조명 조건과 이에 따른 그림자 

현상 등 환경 변수가 다양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시스템은 주변광 변화에 강인한 물체 인식

을 위해 동적 배경 학습을 통한 전경 분리 방법을 

Fig. 9. Our overall object recognition scheme.

Fig. 10. ROI Imag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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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배경 분리 문제의 단순화를 위하여 배경이 

단일 색상이라고 가정한다. 시스템 시작 시점에서 배

경 프레임을 몇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배

경의 HSV(Hue Saturation Value) 컬러 공간에서의 

채널 별 통계치를 구하고 이 값을 영역별 배경의 기

본 값으로 설정한다. 이 값을 기준으로 다음 식 (1)과 

같은 방법으로 전경을 분리하여 객체 부분의 이진 

영상을 만든다. 사용 도중에 변화하는 조명 조건에 

대처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마다 동적으로 다시 

학습한다.

 ′   ≤ ≤

 
(1)

    ×

    ×
(2)

식 (1)의 ThresL과 ThresU는 배경색 컬러의 99.99

%의 값을 포함하기 위해서 식(2)에서 r=5로 설정하

였다. Fig. 11은 r에 따른 이미지 이진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a)는 입력이미지이고, 배경색과 전경을 

식(1)의 기준으로 분리한 결과가 (b)～(f)이다.

다음 단계는, 기하학적 변형을 수정하여 바로 위

에서 본 topview 영상으로 변환하는 교정 (affine

rectification) 연산을 수행한다.

기하학적 변형이 수정된 영상에서 전경을 분리하

고 전경 물체를 감싸는 최소면적 사각형을 구해서 

길이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최종 관심 영역을 얻는다.

Fig. 12은 영상의 전처리 과정의 예제이다.

4.3 오인식 최소화를 위한 필터링

본 문제의 특성상 조명의 불균일성과 표면 빛 반

사나 과노출 등으로 인한 오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오인식율을 최소화하는 필터를 두

가지 사용한다. 첫째 필터는, 사용자의 움직임 감지 

필터를 사용하여 입력 영상에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

서만 객체 인식을 하도록 한정한다(Fig. 11에서의 첫

단계에 해당함). 둘째 필터는, 빛의 과다한 반사로 인

한 색상 왜곡 현상을 걸러내기 위해 과노출 여부를 

판단하는 필터를 사용한다(Fig. 11에서 마지막 단계

에 해당함). HSV 컬러 공간에서 V 채널이 임계값을 

넘어가는 픽셀의 비율이 과도하거나 관심영역을 좌

우 또는 상하로 등분했을 때 대칭 영역의 V 채널의 

값의 차이가 클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시켜 해당 

프레임 전체를 미인식으로 처리되게 한다.

4.4 물체 인식 과정(Object Recognition Process)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입력 영상에서 객체의 관심 

영역을 추출한 다음은 물체인식 과정으로 진행한다.

물체 인식은 총 5단계의 분류기로 순차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객체의 다른 특징에 따라 오차 범위를 넘어

서는 후보를 제외시키고 인식 후보군을 줄여서 다음 

(a) (b) (c)

(d) (e) (f)

Fig. 11. Background Subtraction by background bound ratio r. (a) Source Image, (b) r = 1, (c) r = 2, (d) r = 3, (e) 

r = 4, (f) r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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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단계로 넘긴다. Fig. 13는 본 시스템의 인식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빠르면서도 정확한 알고리즘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 단순한 분류기를 앞부분에 배치

하여 최대한 후보군을 줄인 뒤에 보다 연산량이 많지

만 신뢰도는 높은 강분류기를 뒤에 배치하여 연산량

은 최소화하면서 인식률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5개 단계의 인식 중 처음 3 단계는 이진영상

만을 이용한 이미지 검색이고 4번째부터가 영상의 

내부 특징점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5단계에

서 최종 후보군의 3, 4단계 점수를 가중치 합산하여 

최고득점 퍼즐을 정답으로 판단한다.

Table 2는 위 5개의 분류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

준다. 인식하고자 등록된 전체 퍼즐들의 특징값을 

1～5차 분류기를 차례로 사용한 결과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퍼즐들의 개수 비율을 보여준다. 예를들

어, 첫 번째 줄(1)은 각 분류기 조합에 의해서 다른 

퍼즐과 확실히 구분되는 퍼즐의 개수 비율이다. 분류

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유일하게 하나로 구분이 되

는 퍼즐의 개수가 늘어나서, 5번째 분류기까지 적용

해야만 모든 퍼즐들이 서로 구분이 가능하게 됨을 

보여준다.

4.4.1 후보 객체 탬블릿 이진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처리 과정을 거쳐 검출된 객체의 이진화된 이미

지 자체만으로 매칭 객체 후보군을 정하는 방법은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퍼즐 후보들 중에서 확실

(a) (b) (c)

(f)

(d) (e) (g)

Fig. 12. Frame preprocessing (a) Original image, (b) Affine rectified image (c) Background subtraction, (d) Edge 

detection (e) Bounding box, (f) rotated image, (g) Object ROI(Region of Interest) color image

Fig. 13. Hierarchical Sequential Object Recognition Process.

Table 2. #of Unidentified numbero of puzzles by cas-

caded classifiers 

# of puzzels

in a group
1+2nd

1+2+

3th

1+2+3+

4th

Final

(1～5)

1 2% 55% 69% 100%

2 4% 7% 6% 0%

3～5 9% 11% 16% 0%

6～10 9% 9% 6% 0%

11～20 18% 8% 3% 0%

21～30 14% 9% 0% 0%

>31 45% 1% 0% 0%

Total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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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아닌 후보들을 골라내는 인식 과정 초반 단계에 

매우 적합하다. 후보 퍼즐의 이진화 이미지 데이터베

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체를 둘러싼 최소면적 경

계 직사각형(minimim area bounding box)으로 퍼즐 

이미지를 잘라내어 등록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노

이즈에 의한 영향이나 퍼즐 두께가 노출되는 방향의 

차이로 이 경계 직사각형의 외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진 이미지 비교 연산 

결과에서 필터링하는 오차 기준 값을 낮게 조정하거

나, 아예 기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Fig.

14과 같이 동일한 물체에 대한 여러가지 경계 사각형

으로 둘러싸인 이미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등

록함으로써 정답 퍼즐이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Fig. 14는 Bed 퍼즐의 1번

째 조각의 전경 분리 영상의 예시를 보인 것이다. (a)

는 일반적인 경우 퍼즐의 이진영상에서 최소면적 사

각형을 검출한 것이고 이를 회전시켜 최종 ROI 부분

을 추출한 것이 (b)이다. (c)는 객체 외각에 생긴 노이

즈 때문에 최소면적 사각형이 다르게 잡혀 (d)와 같

이 ROI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4.4.2 객체의 이진 영상을 이용한 영상 인식 (1,2,3차 

인식기)

준비된 이진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이진

화된 입력 이미지만으로 매칭 객체 후보군을 고르는 

인식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이진 이미지의 윤

곽선을 둘러싼 최소 면적 직사각형 둘레의 가로와 세

로 길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최소면적 직

사각형의 전체 면적에서 객체 영역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미리 저장된 각 

퍼즐의 이진화된 탬플릿 영상들과 입력의 이진화 영

상의 모양 자체를 픽셀수준에서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진 영상 이미지의 크기나 형태정보를 이

용하여 후보를 가려낼 때는 적절한 허용 오차 범위를 

선택함으로써 입력 노이즈로 인해서 후보군 퍼즐 집

합에 정답 퍼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허용치

가 너무 작으면 정답이 후보에 제외될 수가 있고 허

용치가 너무 크면 필터 적용 후에 남는 후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 필터로서의 의미가 약해지

는 문제가 있다. Fig. 14(a)의 House 퍼즐을 입력 영

상으로 했을 때, Fig. 14(b)～(f)는 1,2차 인식기를 거

쳐서 선정된 후보군이다 (Bed, Door, House, Rock,

Train이 2차 후보 퍼즐들이다).

Fig. 15의 모든 그림의 짝에서 좌측은 추출된 객체

의 관심영역 이미지이고 우측은 이 관심영역 내의 

객체부분만 흰색으로 이진화시킨 이미지이다. Fig.

15의 각 이미지 아래쪽의 3개 값은 각각 관심영역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및 흰색 픽셀의 면적 비율이다.

3차 인식 과정에서는 객체의 이진 영상과 탬플릿 

이미지 간의 bitwise-XOR연산으로 후보군을 거른

다. 두 이미지 간의 일치하는 픽셀을 세는 연산이다.

Fig. 16는 House 퍼즐 입력과 후보 간의 bitwise-

XOR 연산 결과 예시이다.

Fig. 17은 입력 이진영상과 3차 인식한 결과 남은 

3개의 후보들의 이진영상들이다. Fig. 17의 각 그림 
(a) (b)

(c) (d)

Fig. 14. Different bounding boxes for the same puzzle 

image. (a) Minimum Area Bounding Box of 

Normal cas9e 1, (b) Rotated Bounding Box of 

(a), (c) Minimum Area Bounding Box of Normal 

case 2, (d) Rotated Bounding Box of (c).
Fig. 15. Candidates of House Puzzle After Classified by 

1st and 2nd Class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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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값은 입력 영상(a)에 대한 유사도 계산 결과 값

이다. Fig. 17의 (a)는 입력 이진 영상이고, (b), (c),

(d)는 3차 인식 과정 결과 유사도가 일정값 이상으로 

높은(예: 80%) 퍼즐들이다.

4.4.3 특징점 검출에 의한 영상 인식 (4차 인식)

4차 인식 과정은 3차 검증으로 걸러진 후보군 객

체들의 내부 특징점을 추출하고 비교한다. 4차에서 

BRISK를 사용하는 이유는 1～3차 인식과정을 거치

면서 대상 후보들이 많이 줄어들어 이제는 복잡하지

만 정확한 물체인식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4단계에서는 회전시켜서하여 정규

화된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사용하여 객체의 BRISK

특징점들을 검출한 뒤 미리 저장된 각 후보군 퍼즐의 

특징점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

은 물체를 선정한다. Fig. 18(a)는 House 퍼즐의 관심 

영역 그레이 영상이고 (b)는 (a) 영상에서 BRISK 특

징점을 검출한 예시이다.

입력 영상과 참조 영상의 특징점 유사도 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식 (3)와 같다. 특징점 유사도 

점수 Sk는, 식(2)와 같이 입력 영상과 참조 영상의 

특징점들 중 상대 위치가 일치하는 특징점들의 개수 

(Km)을 입력 영상의 특징점 검출 개수 (Ki)로 나눈 

값이다.

 


(3)

Fig. 19의 (a)와 (b)는 저장된 탬플릿 퍼즐의 특징

점 검출 영상이다. 입력 영상인 Fig. 18의 (a)와 유사

도 비교를 통해 Sk 가 0.1 이상인 값을 가지는 Door와 

House 두 개의 퍼즐만이 후보군으로 남았다. Fig. 19

에는 각 퍼즐 후보들의 특징점을 이용한 유사도 (Sk)

계산값을 보였다.

4.4.5 최종 후보 결정 과정

5차 인식 과정은 1～4차 과정을 모두 통과한 후보

군에 대해서 가중 합산 점수로 하나의 정답 퍼즐을 

결정한다. 이 마지막 인식 과정에서는 3, 4차 인식 

과정인 이진 이미지 탬플릿 유사도와 특징점 유사도 

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최고점 퍼즐을 정답으로 판단

(a) (b)

(c)

Fig. 16. Similarity Test by Bitwise-XOR operation and 

the result. (a) Template binary image, (b) Input 

object binary image, (c) XOR result.

Fig. 17. Candidates puzzels filtered by bitwse XOR 

Template Match Classifier.

(a) (b)

Fig. 18. BRISK Key Points Detection Results for the 

‘House’ Puzzle. (a) Object ROI gray image, (b) 

Key Points detection result.

Fig. 19. Candidates of House Puzzle Classified by BRISK Match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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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퍼즐의 특성 상 내부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퍼

즐들의 오인식을 줄이기 위하여 입력 영상의 객체 

내부 특징점 갯수가 일정 개수 (예: 30개) 이하일 경

우에는 탬플릿 유사도 점수의 가중치를 높여 합산하

여 최종판별을 한다. 정답 퍼즐을 판별한 뒤 해당 퍼

즐의 코드 번호를 메인 루틴에 반환하여 해당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태블릿 디바이스에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식 3는 최종 후보 결정을 위한 계

산 과정을 나타낸다. 유사도 총점 Ts는 3차 템플릿 

유사도 점수 St와 4차 특징점 유사도 점수 Sk의 가중 

치합을 통해 구해지는데 이 때 가중치 α는 입력 객체

의 특징점 개수 k의 값에 따라 식 (4)으로 결정된다.

    

  i f

 

(4)

5. 실험 결과

5.1 인식기 파라미터 조정

각 인식 과정에서 수행해야할 작업은 정답 퍼즐을 

후보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서 입력 퍼즐과 유사도

가 떨어져 정답일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을 최대한 

제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인식 과정에서 유사도

의 오차 범위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Fig. 20는 1차 인식기의 오차 범위에 따른 미인식률 

및 오인식률과 이에 따른 상대적 계산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1차 인식은 입력 객체의 가로 세로 길이를 통해 

후보를 거른다. 이 때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으로 인

한 오차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인식기의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Fig. 20의 그래프를 보면 

가로 세로 픽셀의 오차 범위를 증가시키면 오인식률

(빨간색 사각형)과 미인식률(검은색 동그라미)이 감

소하다가 일정 값을 지나면 다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차 범위가 너무 작을 경우 후보군

에 정답 퍼즐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차 범위가 너무 커져 후보군이 너무 많아질 경우,

정답 퍼즐과 혼동되는 퍼즐이 후보군에 들어갈 가능

성이 높아져 다시 인식률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프를 

보면 오차 범위 50부터는 2% 이하의 낮은 오인식률

을 보이는데, 허용 오차 범위가 커질수록 후보군이 

많아져 속도가 큰 폭으로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1차 인식기의 오차 범위 최적 값으로 본 

논문에서는 50을 정하였다.

3차 인식에서의 적정 문턱치 값을 찾기 위해 각 

유사도 문턱치 별 성능을 실험해보았다. 1차 검증의 

허용 오차 범위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도 

문턱치 값은 다음 단계로 넘길 후보군을 정하기 위한 

최소 유사도 값으로 실험 결과는 아래 Fig. 21과 같다.

Fig. 21을 보면 3차 인식에서 문턱치 값에 따라 

계산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

률을 높은 값을 설정해야 하는데, 본 논문의 연구의 

특성상 미인식률 보다는 오인식률을 줄이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에 오인식률이 최소값을 가지는 문턱치

인 80을 3차 과정의 오차 허용 범위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4차 인식 과정에서 식 (4)의 파라미터 

Tkeypoint=30 이 적용된 근거를 실험적으로 뒷받침한

다. Fig. 22는 4,000 여개의 대표적인 영상 샘플에 대

해서 검출된 특징점 수와 특징점 유사도(Sk)의 관계

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특징점이 30

개 미만으로 추출될 경우 유사도가 급격히 낮아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ig. 20. Performance of 1st Classifier by error margin.
Fig. 21. Performance of 3rd Classifier by Similarity Ratio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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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eypoint=30을 적용하였다.

다음은, 식(4)에서 패러미터 α의 값을 찾는 과정 

설명이다. α는 특징점 개수가 Tkeypoint(30) 이하인 퍼

즐의 템플릿 매칭 점수 St의 가중치이다. 특징점의 

개수가 Tkeypoint(30)개 이하일 경우 Sk의 신뢰도가 떨

어지므로 식(4)와 같은 형태가 된다. Fig. 23과 Fig.

24는 각각 검출된 특징점의 개수가 Tkeypoint(30) 이하

이거나 이상일 경우에 가중치 α를 찾는 실험결과이

다. 특징점 수가 적을 때는 α=0.7일 때 인식율이 가장 

우수하며 특징점 수가 30개 이상일 때는 α=0.5～0.8

일 때 인식율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5.2 인식율 측정 결과

제안된 방법의 정량적 성능 평가를 위하여 3장의 

문제 정의와 같은 환경에서 실험에 사용할 동영상을 

총 시간 1시간 5분 분량(유효 프레임 수 : 11,716)으로 

제작하였다. 166개의 퍼즐 조합에 전체에 대해서 실

제 교구를 사용하여 퍼즐조각을 맞추는 영상을 태블

릿의 카메라에서 캡쳐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고 

이 동영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 정확도 테스트 실험

을 수행하였다. 매 퍼즐 조각마다 다양한 조명 환경

에서 하나의 퍼즐을 여러 방향으로 돌리고 여러 위치

에 놓으면서 촬영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퍼즐을 바꾸거나 움직임이 없

는 11,716개의 유효 프레임이 선택되었고 이 프레임

들에 대해서 정답과 비교하여 인식률을 측정하였다.

인식률의 기준은 오인식률(False Hit Ratio)과 미인

식률(Miss Ratio)을 사용한다. 미인식이란 객체가 입

력되었으나 입력이미지가 정당한 퍼즐 객체가 아니

라고 판단하여 (DB에 등록된 퍼즐 중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경

우를 의미하고, 오인식이란 입력객체를 DB에 등록

된 물체들 중의 하나라고 판정은 했으나 다른 잘못된 

퍼즐로 인식한 경우를 의미한다. Table 3에서는 본 

시스템의 인식률 성능의 상대적 평가를 위해 BRISK

Fig. 22.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Keypoints and 

Similarity (Sk).

Fig. 23. Relationship between αand object recognition 

ratio when k < Tkeypoint.

Table 3. The comparison of ours and BRISK only approach 

Accuracy Metrics
Algorithm

Ratio (A/B)
BRISK only (A) Ours (B)

False Hit Ratio 17.33 % 1.35 % 12.8

Miss Ratio 8.67 % 0.54 % 16.1

Computing Time 464 ms 250 ms 1.85

Fig. 24. Relationship between αand object recognition 

ratio when k >= Tkey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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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 추출에만 기반한 방법과 비교하였다.

Table 3에서 BRISK 컬럼은 BRISK 특징점만을 

이용한 방법의 평균 인식률이고 Ours 열은 제안된 

방법에 의한 평균 인식률이다. 제안된 방법은 오인식

률은 1.35%, 미인식률은 0.54%로 낮게 나타났으나,

BRISK 특징점을 이용한 방법이 오인식률과 미인식

률이 모두 제안된 방법보다 12배～1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상 퍼즐의 특성상 다수의 퍼

즐이 객체 내부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만으로는 정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인식 방법을 거쳐 물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개별 방식의 약점을 종합적으로 보

완하여 신뢰할만한 인식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시간 면에서도 BRISK 특징점만 사용한 

방법에 비해서 제안된 방법이 1.8배 이상 우수함을 

알 수 있다.

5.3 인식 속도 측정 결과

전체 인식 과정이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데, 각 단

계에서의 후보 하나당 필요한 계산시간과 처리해야 

하는 후보의 수 사이의 균형이 전체 처리시간을 줄이

는데 중요하다. 간단한 연산에 의한 필터링을 초반부

에 실행하여 많은 후보를 걸러내고 후반부에는 적은 

숫자의 후보들에 대해서 복잡한 연산으로 정확히 개

별 후보를 판단하는 것이 전략이다.

Fig. 25에 각 인식 단계를 거치면서 출력되는 퍼즐

의 후보들의 평균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속된 단

계를 거치면서 후보군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며, 특히 

단계 3을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후보가 줄어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단계 4가 가장 복잡한 연산이 요구되

기 때문에 단계 3에서 최대한 후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4는 샘플 퍼즐들에 대해 각 샘플 퍼즐별로 

처리 시간을 PC에서 측정한 결과를 평균한 것이다.

이 표의 첫째와 둘째 줄에서는 전체가 소비하는 시간

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각각 절대 시간과 상대적 시간

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의 셋째 및 넷째 줄은,

퍼즐 후보군에서 각 원소 하나를 입력과 비교해서 

매칭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의 절대치와 

상대적 비율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퍼즐당 총 소요

시간은 평균 153ms이고, 후보군의 원소 하나당 처리 

시간은 평균 7.9ms이다. 주목할 부분은, 전체 평균에

서는 3단계가 전체 시간의 72% 이상을 소비하지만 

원소 하나당 처리 시간 비율은 4단계가 전체 시간의 

56%를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3단

계의 입력 후보군의 크기가 4단계에 비해서 7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태블릿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는 총 

소요 시간은 평균 2.5초가 걸렸는데, 이는 3차 인식 

과정이 단순한 이미지 프로세싱 연산이지만 컴파일

러 최적화 옵션을 설정하지 않아 시간이 비정상적으

로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PC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

과를 분석해보면 3차 과정의 시간이 72.5% 정도이므

로 이미지 연산에 대한 최적화 옵션을 제대로 적용한

다면 태블릿에서도 1초 이하로 시간이 단축될 것으

로 예상된다.

6.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영상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설

계된 완제품 아동 교육용 퍼즐에 대한 물체 인식 방

Fig. 25. The number of output candidates by each clas-

sifier.

Table 4. Processing time of indivisual puzzle (ms,%) 

1st & 2nd 3rd 4th 5th total

Absolute total time per input 25.23ms 111.56ms 17.03ms 0.03ms 153.85ms

Relative total time per input 16.4% 72.51% 11.07% 0.02% 100.0%

Absolute time per candidate 0.15ms 3.27ms 4.49ms 0.01ms 7.91ms

Relative time per candidate 1.92% 41.29% 56.68% 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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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에 만들어진 퍼즐 조각들

은 영상인식에 친화적이기 않기에 퍼즐 재질의 반사 

문제, 퍼즐의 외형, 퍼즐의 색깔, 장치의 구성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다. 사용자가 아동이라는 점 때문에 성

능과 사용 방식의 제약조건이 여기에 추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전과 주변광의 변화에 강인한 새로운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객관적 실험을 통하여 제안

된 방법이 현실적인 제한 조건들을 만족함을 입증하

였다.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된 실험 결과 1.35%의 

오인식률과 0.53%의 미인식률 결과를 얻었으며 퍼

즐당 1초 이하의 반응 속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다

만, 연산 속도는, PC에서의 실험치를 세부 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태블릿 환경에서의 성능을 예측한 것이

므로 향후 태블릿에서의 최적화된 컴파일을 수행하

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영상 처리 기반 

물체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2차원 물체를 인

식하는 실용적 응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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