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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인하여 증강 실이 리 알려짐에 따라 들의 심은 이에 집 되고 있으며 

휴 성으로 인하여 모바일기기에서의 증강 실 연구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증강 

실 련 응용 기술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실제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과 결합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기능  하나인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증강 실 

환경에서 3D 에이 트의 상태를 동 으로 변환하는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인공지능이 용된 

에이 트의 상태를 제어하기 한 통 인 방식은 사용자가 직  입력해 주거나 이를 인식하는데 마커를 

사용하여 해결하 다. 정확한 상태 변환을 하여 가속도 센서의 값에 임계값을 주었으며 임계값은 실험

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 구 을 해 마커리스 추  기술을 사용하 고 3축 가속

도 센서를 이용하여 동 으로 에이 트의 상태를 변환하도록 하 다.

■ 중심어 :∣모바일∣증강현실∣인공지능∣

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smart phones, the augmented reality became popular and is 

increasingly drawing attention. The augmented reality in the mobile devices is becoming an 

individual area to study. Many applications of the augmented reality have been studied, but 

there are just a few studies on its combina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n games. In this 

study,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was proposed, which dynamically converts the state 

of the 3D agent in the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 using the 3-Axis acceleration sensor in 

the smart phone. To control the state of the agent to whic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pplied, 

users used to directly enter the data or use markers to detect them. The critical values, which 

were determined via test, were given to the acceleration sensor to ensure accurate state 

conversion. In this paper, makerless tracking technology was used to implement the augmented 

reality, and the state of the agent was dynamically converted using the 3-Axis acceleration 

seonsor.

■ keyword :∣Mobile∣Augmented Reality∣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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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의 모바일기기들은 더 이상 통신을 한 수단

만이 아니라 여러 부가 인 기능들이 포함되면서 휴

용 기기로서의 많은 이 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련

된 많은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GPS와 고성능 카메라의 기능은 모바일기기에서 실시

간 증강 실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표 인 

응용 어 리 이션으로서는 치정보를 사용자에게 

달해주는 Layer등이 있다. 기존의 다수의 증강 실 

어 리 이션들은 카메라로 얻은 실시간 이미지 정보

와 GPS를 사용하여 얻은 치정보를 보여주는 Layer 

어 리 이션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재 증강 실의 에이 트들이 3차원 객체를 사용하

면서 좀 더 실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증강 실 환경에서 3차원 에이 트의 요성이 커지

고 있는 추세이며 좀 더 실감 있게 움직임을 표 하

기 한 그래픽 응용 기술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3차

원 에이 트의 지형 충돌, 그림자 생성등과 같은 것이 

좋은 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차원 에이 트의 

실감 있는 시각화 기술이 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게임에 목된 사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게임에서 요한 기능 의 하나인 인공지

능은 증강 실 기반에서 장감을 높이는 요한 기능

이지만 몇몇 로 공학 분야에서 용된 이외에는 아직

까지 특별하게 연구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과 게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응용 기술을 제안한다. 증강 실 구 에 있어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특징  추출 기반의 3차원 월드 

생성 방법을 사용하 다. 생성된 월드는 인공지능이 

목된 에이 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3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3차원 에이 트의 인공지능 

상태를 동 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 다. 3차원 월드

의 생성은 스마트 폰에서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많은 비

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구 된 시스템의 구조를 

비단계와 실행단계로 나  뒤 비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증강 실 

련 응용기술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

에 한 실험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향후 과

제를 설명한다.

Ⅱ. 관 련 연 구   

최근 모바일 기반의 증강 실 어 리 이션들은 

부분이 스마트폰에서 구 되었으며 이는 카메라로 얻

은 이미지 에 원하는 치정보를 그려주는 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어 방식이라고 부른다. 

[그림 1]은 이어 방식을 사용한 표 인 증강 실 

어 리 이션이다.

그림 1. 증강현실 어플 "Layer"

이어 방식은 사용자가 쉽게 구 할 수 있어서 많은 

사용자가 증강 실 어 리 이션을 개발할 때 주로 사

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어 방식은 증강 실의 

주요한 3가지 요소인 실과 가상의 정합, 상호 작용, 

3D 구 을 완벽하게 지원하기가 힘든 방식이다. 이

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정교한 증강 실을 구

하기 해서는 마커 추  기술[1]이나 마커리스 추  

기술[2]을 사용한다. 마커 추  기술은  불필요한 정보

인 마커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단 이 있지만 쉽고 정

확성 있게 실과 가상을 정합시켜 다. 그리고 마커

리스 추  기술은 마커 추  기술의 단 을 해결하기 

하여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서, 카메라로 얻은 상

들의 특징 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 들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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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가상을 정합하기 한 연산을 수행한다. 

마커리스 추  기술은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3]이나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4] 등을 사용하여 특징 

을 추출할 수 있다. 부분 특징  추출 시 상의 

크기 변화와 회 에 불변하는 특성을 가지는 SIFT알고

리즘을 사용한다. 보다 정교하게 특징 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연산량이 많다는 단 이 있다. 

SURF 알고리즘은 SIFT의 단 을 개선한 알고리즘으

로서 정확성은 SIFT 보다 떨어지지만 빠르게 증강 

실을 표 할 수 있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합한 알고리즘이다. 마커 추  기술과 마커리스 추  

기술은 모바일 기기에서 제약된 사항이 많다. 이는 추

 기술의 연산량이 모바일기기의 성능을 오버하기 때

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제안된 연구들은 서버-

클라이언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5]. 이러한 구조는 모

바일기기를 단순히 상의 획득과 증강된 결과물을 보

이기 한 도구로 사용하며 증강을 하여 모바일기기

에서 달된 상을 서버에서 연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존의 증강 실과 련된 응용 기술  게임에서 사

용되는 인공 지능과 결합된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동 인 

요소가 있는 연구들은[6][7] 주로 에이 트의 추 , 경

로 탐색, 게임 환경등에 하여 연구되어졌으며 동  

상태 변환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커리스 추  기술  하나인 SURF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증강 실 구 을 처리했으며 실

시간 입력되는 3축 가속도 센서를 통해 3차원 에이 트

의 상태를 동 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Ⅲ. 증강현실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처리 단계와 

실행 단계로 구분된다. 처리단계에서는 3차원 에이

트가 사용할 3차원 가상 월드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처리 단계에서 만들어진 가상 

월드 기반에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상 처리를 통해 

증강 실을 구 하고 3축 가속도 센서의 입력에 따라 

동 으로 에이 트의 상태가 변환하는 인공지능을 수

행한다. [그림 2]는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시스템 처리

2. 준비 단계에서의 특징점 추출 및 월드 생성

특징 의 추출은 비단계와 실행단계에서 모두 수

행한다. 처리 단계에서 특징 을 추출하는 목 은 가

상의 월드를 생성하기 해서이고, 실행 단계에서는 마

커리스 추  기술을 해서이다. 특징 의 추출에는 

SURF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부분 특징  추출에

는 상의 회 , 스 일 변화에 강건한 SIFT알고리즘

이 사용되지만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 개선 버 인 

SURF를 사용하 다. [그림 3]은 두 가지의 특징  추

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징 을 추출한 결과 화면이다.

SURF를 사용한 방법이(왼쪽) SIFT를 사용한 방법

(오른쪽)보다 특징 이 덜 추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특징 점 추출 결과화면 

(a) SURF (b) SIFT

3D 월드를 생성하기 하여 우선 카메라 상으로부

터 추출한 특징 들을 모아서 가상공간을 생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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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가상공간은 특징 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평면

이며, 자세를 추정하기 하여 POSIT(Pose from 

Orthography and Scaling with Iter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POSIT알고리즘으로 2차원 평면상의 정보

와 이에 응되는 3차원상의 정보를 가지고 객체의 회

과 이동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시스템에

서는 3차원상의 정보를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상공간의 자세를 추정한 후에는 RANSAC 알고리

즘[8]을 사용하여 3D 월드의 기 이 될 좌표계를 생성

하며, 좌표계를 기 으로 에이 트가 사용할 3D 월드를 

생성한다. [그림 4]는 처리 단계를 거쳐서 3D 월드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a) (b)

 

(c) (d)

그림 4. 전처리 단계 

(a)입력된 영상 (b)특징점 추출 (c)좌표계 생성 (d)생성된 

월드에 에이전트가 증강된 모습 

3. 실행 단계에서의 증강현실 구현

실행 단계에서는  처리 단계에서 생성된 3D 월드

를 사용하여 증강 실을 구 하고 있으며, 마커리스 추

 기술을 사용하여 3D 월드와 증강된 에이 트의 

기하변환을 수행하고 있다. 기하변환을  해서 실시

간으로 입력되는  상들의 특징 을 추출한다. 새롭

게 추출된 특징 을 이   상의 특징 과 매칭을 하

여 추 에 합한 특징 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특징 으로 옵티컬 로우 방식의 추  기술[9-11]을 

사용하여 변환행렬을 생성해 다. 생성된 변환행렬을 

3D 월드와 증강된 물체에 용하여 기하변환을 시켜

다. [그림 5]는 앞서 설명한 기하변환을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다.

(a) (b)

(c) (d)

그림 5. 월드의 기하변환 

(a) 입력된 영상 (b) 특징점 추출 

(c), (d) 변환행렬이 적용된 모습 

4. 상태 변환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애 사의 아이폰

을 기반으로 구 하 고 자체 내장 기능인 3축 가속도 

센서(3-Axis Accelerometer Sensor)를 사용하 다. 기

존의 아이폰 가속도센서는 자동회 , 게임 상의 객체를 

제어하기 한 입력장치로서 사용되었지만 본 논문에

서는 에이 트의 상태를 변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가속도 센서는 x, y, z의 세 방향에 한 가속도의 크

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

과 력을 감지 할 수 있다. 가속도 센서의 반환 값이 

1.0이면 특정 방향으로 1G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며 1G는 자연 상태의 력가속도를 나타낸다. 를 

들어 가속도 센서의 값이 [x:0.0, y:-1.0, z:0.0]으로 측정

되었다면 홈 버튼이 하단에 치하며 아이폰이 세워져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

하여 변환해야 할 상태들은 5가지로 [그림 6]과 같이 

기, 이동, , 투, 회복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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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에이 트의 상태를 동 으로 변환하기 해서는 3차

원 가상 환경에서 아이폰의 재 상태를 알아야 한다. 

아이폰의 상태를 알기 해서는 가속도 센서의 값을 측

정하고. 측정된 가속도 센서의 값을 각 상태의 임계값

과 비교해야 한다. 임계값은 아이폰의 각 상태에 따라 

측정된 가속도 센서의 값들을 식(1)과 식(2)를 사용하

여 최 값과 최소값을 구한 후에 다른 임계값들과 겹쳐

지지 않는 값으로 정한다. 

          (1)

           (2)

각 상태에 따라 측정된 가속도 센서의 값은 [그림 7]

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7]의 가속도계 값과 식(1), 식(2)

를 사용하여 각 상태에 따라 측정된 임계값을 [표 1]에 

정의하 다.

그림 7. 상태별 3축 가속도계 값

표 1. 상태별 임계값

기상태는 아이폰이 세워져 있으며 홈 버튼이 하단

에 치할 경우를 나타낸다. 이때 움직임이 없어서 0으

로 출력되어야 할 가속도 센서의 값은 실제로는 0

보다 크지만 1보다는 작은 미세한 값들을 갖는다. 이동 

상태는 기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뒤로 기울인 상태이

다. 이동시 z축의 값이 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태는 스마트폰을  아래로 흔들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며 스마트폰을 세게 흔들었을 경우에 스

마트폰을 흔든 방향에 따라서 1.0을 넘는 큰 값이 들어

오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 상태는 기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하며 

이 때 x축의 값이 음의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복 

상태는 기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오른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 투상태와는 반 이며 x축의 값이 양

의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의 임계값을 사용하여 아이폰의 재 상태를 

정한 후에는 [그림 6]의 상태 이 다이어그램에 따

라서 에이 트의 상태를 변경해주면 된다. 이러한 상태 

변환 알고리즘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 [그림 8]이다.

그림 8. 상태변환 의사코드

기존의 상태 변환 알고리즘들은 사용자가 직  입력

하여 에이 트의 상태를 제어하는 반면에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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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알고리즘은 가속도계의 값을 사용하여 에이

트의 상태를 동 으로 변환하고 있다. 한 기존의 알

고리즘들이 일정한 임마다 실행되는 반면에 제안

된 알고리즘은 0.1 마다 발생되는 가속도계의 값을 획

득하여 에이 트의 상태를 변경한다. 그리고 제안된 알

고리즘은 가속도 값이 발생되기 한 약간의 아이폰 조

작과 방향 설정 등을 한 터치입력등 사용자의 간단한 

동작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상태와 치정보들을 사용하는 체

감형 콘텐츠에서 다른 조작법보다 편리하게 사용될 것

으로 기 하고 있다.  

Ⅳ.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있는 에이 트의 상태 변환을 

하여 상태변환 알고리즘을 실험하 으며 정확도를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바일 기기는 iPhone 3GS

이며, 어 리 이션은 iMac(Mac OS X Snow Leopard)

에서 xCode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실험을 하여 상

태변환 조건을 [그림 9]에 20가지의 경우로 정의하 으

며 정의된 조건들은 W( 기), M(이동), J( ), B(

투), R(회복) 등 5가지의 상태를 조합하여 정의하 다. 

그림 9. 상태변환 조건 

[그림 10]은 [그림 9]의 조건에 따라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heoretical Value는 상태변환 조건에 

따라서 각 상태들이 호출되어져야 할 횟수를 나타내며 

Experimental Value는 상태변환 조건을 기반으로 실험

을 하여 각 상태들이 실제로 호출된 횟수를 나타낸다.

그림 10. 상태변환 호출횟수

그림 11. 상태변환 호출횟수의 합과 평균

[그림 11]은 [그림 10]에서 Theoretical Value와  

Experimental Value의 호출횟수의 합과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Experimental Value가 체 으로 

Theoretical Value보다 호출된 횟수가 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각 상태들의 호출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알 수 있었으며, 원인은 다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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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기상태로의 환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것이다. 특히, 실험의 결과 값 에서 조건 9의 경

우를 보면 M에서 W로의 변환이 제 로 수행되지 않았

기 때문에 W 다음에 변환되어져야할 상태들이 호출되

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험과 실험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기상태의 임계값 범 가 하지 않

았기 때문에 상태 변환이 제 로 수행되지 못하 으며 

Theoretical Value값과 Experimental Value값이 서로 

틀린 결과를 보인 것을 확인하 다.

Ⅴ.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마커리스추 기술을 사용하여 증강

실을 구 하 으며 아이폰의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

하여 에이 트의 상태를 동 으로 변환시켰다. 동 인 

에이 트의 인공지능 상태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스

마트 폰의 3축 가속도 센서의 값을 측정하여 스마트폰

의 움직임의 상태에 따라 실험 결과로서 얻은 임계값과

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3축 가속도 센서의 값은 정지 상태에서도 미세한 값들

로 측정되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얻은 임계 범 에 따

라 임계값을 설정 하여 기, 이동, , 투, 회복 등 

5가지의 인공지능 상태를 증강 실 기반에서 실험하

다. 실험 결과 기 상태 이외의 상태에서 기 상태로

의 환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향후과제로서는 기상태의 임계값을 보정하여 

정확한 상태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본 논문에

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인공지능을 하여 유한 상태 

머신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증강 실 기반에서 다양하

게 용 할 것이다. 한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된 사용자의 걷기, 뛰기 등의 상태와 치정보시스

템을 사용하여 얻어낸 이동속도를 연구에 반 하여 좀 

더 동 인 환경에서 인공 지능을 이용한 응용 기술을 

연구 개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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