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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스마트폰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통신수단이 되었고 이미 인류의 일상생활에 융합되었다. 만약에 미니 헤드

마운트 표시 장치(HMD)를 활용하여 증강 실 기술로 통신 인 양쪽 상 방의 용모, 표정, 동작 등의 요소가 통화 환경에

들어오면 사용하는 사람에게 직 이고 특별한 느낌을 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시각의 한계성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미

래 시각 술 역의 크게 발 을 진할 수 있어서 이런 기술 인 문제에 한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효과 인

AR 상통화 구 방법에 한 재 사용되는 기술 몇 가지를 융복합하여 실 가능한 두 가지 가설방안을 세우고 분석

과 비교하여 두 가지 가설방안의 문제 을 발견한다. 그리고 문제 에 한 해결 가능한 디자인 방안을 꺼낸다. 사례연구

의 방식으로 실제 사례를 제출하여 두 가지 가설 방안은 미래에 실 가능하다는 결론을 검증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에 더욱 재미요소와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 상된다. AR 상통화를 순조롭게 구 하는 것은 견할 수 있고 나 에

무한한 발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 융복합 기술, 증강 실, 상통화, 헤드 마운트 표시 장치, 홀로 즈, 가우스 혼합모델

Abstract Nowadays, smart phone became an important part of communication media and integrated into people’s 

life. If callers rely on helmet-mounted display(HMD) augmented reality technique to add two-way user’s facial 

expression, appearance, actions during the calling process, it will let callers have a visualized fantastic sensual 

experience. And through that method can break the limitations of vision, so research that technical problem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visual arts, that is meaningful. This paper will choose and composite several existed 

technologies to set up two hypothesis, try to realize AR video calling.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to find those 

two hypothesis’ problem, and create design solutions to solve problems. And use case study method to present two 

cases for prove my paper’s result that is those two hypothesis can be realize in future. Use those technologies can 

bring more convenience and enjoyment to people’s life. It can be predicted that AR video calling process can be 

successfully realized and will have unlimited development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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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경  연 목적

인류의 일상에서 휴 폰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최 19세기

에 알 산더 벨이 발명한 양방향 소리 단말 장치인

화기를 시작으로 20세기 90년 이후, 일부 휴 폰은

상통화 기능을 이미 실 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보 화 되면서 상통화는 에게보편화된 기

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재의 상통화 기술은 시각

범 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디바이스(Device)의 물리

인 화면에서만 상 방의 모습을 보여 다. 따라서

상통화의 재 방식이 디바이스의 화면을 벗어난 공간에

시각화 된다면 상통화 과정 사용자는 양손의 자유

와 편리함, 재미 요소 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상통화의 시각화가 화면의 한계성을 벗어난다면 인류

는 지 과는 다른 소통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장소와 거

리에 상 없이 같은 공간에서 직 화하는 것처럼 더

욱 직 인 감정과 데이터를 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경

험을 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신 인 콘텐츠가 생

될 것이라 측된다. 그래서 본 논문은 기존의 상통화

의 시각 한계를 넘어선 AR 상통화의 구 방법에 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증강 실 기술(AR)은 실 세계의 정보가 가상 세계

의 정보와 완벽한 통합을 이루는 기술이다. 증강 실 기

술처럼 원래의 실 세계에서 일정 시간과 공간 제한안

에 느낄 수 없는 실체 정보(시각 정보, 소리, 맛, 각 등)

는 컴퓨터 기술로 에뮬 이터를 만들고 실제 세계에 겹

치는 것이 실을 넘어서는 느낌이 있다[1]. 1992년 보잉

사의 Tom Caudell이 증강 실이라는 개념을 제출한 후

에 그동안 기술이 되고 수차례 발 을 통해서 이미

연구단계를 지나 산업 반에 걸쳐서 응용되고 있다.

Google Trends의 통계를살펴보면 AR 응용 수치는 2012

년 최고 에 도달했고 2016년에는 폭발 으로 증가했으

며 지 재도 상승 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션 AR의

가시화가 산업계의 새로운 연구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는 방증으로볼 수있다[2]. 재 증강 실기술을선도하

며 두각을 드러내는 기 은 미국 마이크로소 트사, 컬

럼비아 학교, 매사추세츠 공과 학교 등이 있다. 로

매사추세츠 공과 학교의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 사용하

는 사람 얼굴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변

환하여 다시 가상 실 기술로 사람 얼굴을 재구성하여

보여 다[3]. 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와 유사한 국

의 텐센트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App를 살펴보고 AR

환경에서 형상 화면 밖의 시각화 구 방법을 연구했

고 상통화 과정 증강 실 기술을 응용하여 디바이

스 화면의 시각 한계성을 넘어설 수 있는 충분조건과

최 화를 한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른 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더욱 발 시켜 인류가 보

다 윤택하고 편리한 삶에 조 더 다가갈 수있도록하는

것이 주요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AR 상통화

할 때 시각의 한계성을 넘어설 수 있어서 미래 시각 술

과 기술 역의 크게 발 을 진한다고 단된다. 그래

서 이런 기술 인 문제에 한 연구의 의미가 있다.

2. 연

기존의 AR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AR 상통화의

구 연구방법을 한두 가지가설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2개의가설방안을 비교 장단 과문제 을 살

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도출하 다. 최종 으로

가설 방안들의 실 가능성이 사례연구의 방식으로 검증

분석하 다.

가설 방안1 : 3D 스캐닝 기술로 사용자의 모습을스캔

해서 모델링한다. 그 다음, 모션 캡처방식으로 사용자의

동작과 표정을 재 한다. 사용자가 미니 헤드 마운트 표

시 장치(HMD)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속하고 상통화

를 한다. 시각화과정에서 서로의다양한모습, 동작과표

정의 변화를 면 하게 확인할 수 있고 생성된 가상 캐릭

터를 상호간에 직 으로 인지할 수 있다.

가설 방안2 : 미니 HMD 장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속하고 상통화를 한다. 상통화 과정 에 실시간

이 그래 컷(graph cut) 기법으로사용자의 모습은배

경에서 분리하고 양방향 상호간에 보여 주며 1:1 소통효

과를 극 화한다.

3.연 과정

3.1 가   과정

3.1.1 AR 상 통  디 스

앞서 언 한 가설 방안들을 살펴보면 상통화 환경

은 일반 으로 미니 HMD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미니

HMD 장치 내부 환경을 살펴보면 문 인 홀로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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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 (Holographic Processing Unit / HPU)가 탑재되

고 장비 안에다수의감지기(Sensor)를 설치하여수치 데

이터가 홀로그램 이미지로 투사 되며 시각화에 있어서

실 세계와 가상의 이미지를 조화롭게함성된 데이터로

보여 다. 심지어는 미니 HMD 장치를 사용할때 면

인 스테 오 사운드 이펙트로 인하여 더욱 실감을 증

가시켜 다. 마이크로소 트사에서 개발 되는 홀로 즈

(Hololens)와 구 안경은 표 인 미니 HMD 장치이다

(그림 Fig. 1 참고). 홀로 즈는 실 장면과 데이터 상

을 쉽게 겹칠 수 있다. 마이크로소 트사는 성공 으로

3D 상이 실 세계에서 둥둥 떠다니는 장면을 효과

으로 연출했다. 오큘러스사(Oculus)의 오큘러스 리 트

(Oculusrift)나 삼성 자사의 기어 이알(Gear VR)의 경

우 불투명한 시야를 제공하는것에비해 홀로 즈의AR

안경은 실시간의 외부환경을 깨끗하게 부 볼 수 있다

[4]. 사용자가 홀로 즈를 사용할 때외부세계를보는 것

뿐만 아니라 즈도 미니 모니터이기 때문에 실 세계

와 3D 상이 큰 이질감 없이 매끄럽게 겹쳐서 시각화된

다. 그리고 홀로 즈는 체감 기능을갖추고 있어서 사용

할 때 사용자의 손짓과 소리를 인식하고 사용자와 컴퓨

터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Fig. 1. Microsoft Hololens

두 가지 가설 방안은 상통화 환경을 구성하는 공통

의 장치로 사용하지만, 구체 인 실 방법이 다르다.

3.1.2 가 1  과정

‘가설1’에서는 3D 스캔 기술로 사용자의 외형을 재구

성한다. 몇 년 만하더라도 3D 스캔기술을 사용한콘텐

츠들은 실제 사용 시에 이질감이나 실 세계와는 사뭇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하드웨어 소 트웨

어 기술의 발 으로 지 은 고정된 사물( 는 피사체)에

해다른 각도로 사진을 여러 장찍으면그 물체의 포인

트 클라우드(point cloud)를 받을 수 있고 포인트 클라우

드를 한데 모아서 서로 잇는 방식으로 사물 는 피사체

의 모습을 모델링 더링할 수 있다[5]. 따라서 오늘

날은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과 같은디바이스만 있으

면특정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3D 스캔이 어느 정도 가

능하게 되었다. 조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이터 값, 즉 사진 의 같은 들을 모아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여러

들을 서로 연결하여 상물의 외형을 시각화한다. 더 많

은 (Point)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의 경

우 포인트 클라우드가 더욱 세 한 도로 구성되어 보

다 정 한 형태의 모델링 더링을 할 수 있다. 그리

고 쓰인이미지에서 표면의 색상 값도얻을 수있어서물

체의 재질도 재 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은 텍스처 매핑

이라고 한다). 3D 스캔의 상이 되는 모델의 모델링 소

스가 고품질이라면 정 한 데이터가 산출되고 계산되므

로 비교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얼굴 표정(Facial)은 감정표 (Emotion)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하나이다[6]. AR 상

통화 과정 에 모델로 쓰인 캐릭터의 표정과 실제 사용

자의 표정이 동기화 되어 이질감 없이 표 된다면 사용

자는 실감에 있어서 매우 인상 인 느낌을 받을 것이

다. 가설 방안1은 모션 캡처 방식으로 사용자의 표정과

동작을 재 한다. 통 인 모션 캡처의 하드웨어는 캡

처용 카메라, 이블, 원, 기가허 , 교정장치

(Calibrator system), 캡처 슈트, 부착용 센서(Sensor)등

여러 가지가있다. 특히 에는모션캡처할때, 특정한

환경에서 캡처용 반사 으로 연기자의 모션 데이터를 수

집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차 기술의 발 에 따라서

요즘에는 캡처용 반사 을 사용하는 신에 컴퓨터와 연

결된 즈(카메라)를 통해서 상처리와 패턴 인식 방식

으로 사람의 썹, , 입 등의 특징 변화가 식별 가능하

다[7]. 그리고 지 의 기술로 컴퓨터는 사람의 얼굴에서

Feature point를 생성한다. Feature point는 얼굴 주변의

특징 인 정보를 갖추고 있는 이다[8]. 사용자 얼굴에

서 생성된 Feature Point는 사용자와가상 캐릭터가바인

딩(Binding) 되면 사용자의 표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달하여 가상 캐릭터의 표정과 움직임을 동기화해 다.

앞서 언 한 방법에 의하여 3D 스캔으로 AR 상통

화 사용자의 외형 모델링 데이터를 받고 사용자 신체의

Feature Point와 바인딩한 후에 사용자 모습과 유사하게

생성된 3D 캐릭터 모델은 사용자의 모습과 움직임 변화

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

그다음 3D 등록(3D Registration) 기술을 활용하면 해당

모델은 미니 HMD 장치 통화 환경에 탑재되어 실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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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각화되면서 통화 시 상호간에 실감을 극 화할

수 있다.

3.1.3 가 2  과정

‘가설2’에서는 카메라로 사용자를 촬 하고 실시간 이

그래 컷 기법으로 사용자와 배경을 분리하여 상

방에게 일 일 통화 느낌을 수 있도록구 한다. 련

하여 여러 가지 이 그래 컷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보편화된 기법은 크로마키(Chroma Key) 기법이다.

크로마키의 경우 상 촬 편집 기법에서도 많이 사

용된다. 자연계 색상에서는 녹색의 색상 포화도(Color

Saturation)가가장 높아서 색상의 포화도 수치를 낮춰주

면 녹색만 제거할 수 있다(그림 Fig. 2 참고). 그래서 크

로마키 기법을 한 촬 배경으로 녹색을 많이 사용한

다. 물론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다른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의 상통화 과정에서는 사용자 주변

에 녹색 배경만 있는경우가흔치않으므로이런분리 기

법을 용하기는 어렵다.

Fig. 2. Green Screen Keyer

컴퓨터 그래픽 역에서는 일반 으로 가우스 혼합모

델(Gaussian mixture model) 산법으로 이 그래 컷을

용한다. 가우스 혼합모델은 여러 개 가우스 분포함수

(分布函數)의 조합이다[9]. 가우스 혼합모델 산법으로 이

그래 컷을실 한 통 인 방법은 경과배경, 각

각의 색상을 구성하고 경 색을 남기고 배경 색상을 제

거하는 방법이다. 배경 색상 모델의 견본이 배경 자신이

고 경 색상은 자동으로측정할수 있다. 구제 인 산법:

배경 색의 가우스 모델링 의 정의는

    
  













이고 그 의 은 배경 가우스 혼합모델의 제 k 개 가우스

모델의 가 치(weight)(여기서 가 치는 색 정보이며 상

의 바이 리 인코딩 신출의 확률이다)이다. 그 의 N

은 가우스 혼합모델의 제 k 개분량(component),와 은 상

응 색의 평균치와 공분산행렬이다. 같은 뜻으로 경 가

우스 혼합모델 정의는

    
  













이다. 그 의 은 경 가우스 혼합모델의 제 k개 가우스

모델의 가 치이다. 와은 경 상응 색의 평균치와공분

산행렬(共分散行列)이다[10]. 산법을 이용하여

MATLAB나 PYTHON 로그래 소 트웨어에서 코

딩으로 실 가능한다[11](그림 Fig. 3 참고).

Fig. 3. Graph Cut Use Gaussian Mixture Model

3.2 가 1과 가 2 비

‘가설 방안1’은 ‘가설 방안2’와 비교하여 조 더 복잡

한 기술 방식을 용하고 있으며공간구성에있어서 3차

원의(3Dimension) 입체 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모션 캡처로 얻은 표정과 동작 데이터는 아직도

모델의 실제 모습과 같이 자연스럽게 100% 일치시키는

것이 어렵고 소통의 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

히 AR 상통화를 할 때상 방의 감정 표 을(표정) 시

각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데이터의 손실이 사실

감 달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가지 가설 방안의

구체 인 비교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Assumption 1&2

Assumption 1 Assumption 2

Technology

Mini HMD,
3D Scan,
Image Matching,
Motion Capture,
3D Registration

Mini HMD，
Video Graph Cut,
Programming

Dimension 3D 2.5D

Advantage

Have the same visual
angle with real
environment;
Can change personal
appearance and
clothes;
Can interacting with
virtual item

Real people chatting
with real people;
Can feel other
people’s mood;
Can interacting with
virtual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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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점과 해결 안

재 상용되고 있는 상통화 방식과 비교하면 본 연

구의두 가지 AR 상통화 가설방안모두진보된 방식이

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지 의 미니HMD 장치의카메라는 부분

면(사용자가 보는 방향)에 탑재된 방식이다. AR 상

통화 사용자를촬 하려면 후면(사용자방향) 어안

즈도 필요하다. 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외장 카메라

의 비교 간단한 구성의 디자인 방안을 제시한다. 아래

그림 Fig. 6 을 참고하여 설명하자면 미니 HMD 장치의

가장자리에서 수직 방면으로 거리 수치를 조 할 수 있

는 양방향 카메라를 탑재하고 카메라의 즈도 수평 방

면으로 거리 수치를 조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기존

제품의 면 카메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사용자의 모습

도 촬 할 수 있다.

Fig. 4. HMD External Camera Design Plan

두 번째는 AR 상통화는 통신 시 많은 데이터 용량

을 필요로 한다. 지 의 통신 인터넷환경에서는 잦은 통

신 부하(lag)로 데이터가 끊기거나지연되는 불편함이 발

생한다. 그러나 앞으로 5G Networks 환경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욱 신속하게 송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 용량에 한 문제가 차츰 개선될 것

이라 상되고 5G Networks가 보편화되면 AR 기술의

응용과 련 콘텐츠 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12].

세 번째는 미니 HMD 장치의 경우 이미지 시각화는

뛰어나지만 안정성에 있어서 아직은 기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 를들면 무 밝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는 모니터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고

원 공 을 한 배터리의 항속력도 부족하며 사용 방

식 한 불편하다[13]. 이러한 문제 들은 콘텐츠 제작자

는 소 트웨어 개발자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HMD

개발자들이 앞으로 더욱 개선해야 될 주요 사안이다.

3.4 실례   가능

재 미완성의 기 HMD 모델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제하에 앞서 언 한 두 가지 가설 방안들은

WECALL App와 TriDef SmartCam의 분석을통해서 모

두 사례 검증이 가능하다.

WECALL App는 2014년 11월 국 텐센트사에서 개

발된 스마트폰 상통화 앱이다. 해당 앱의 특성은 본인

의 형상을 AR을 응용하여 변환하고 설치 가능한 부분이

다. 우선 사용자가 본인의 사진을 촬 하면 자동으로 캐

릭터의 얼굴 맵이 그래픽으로 표 된다. 구동 방식은

상통화 시 스마트폰 면 카메라가 사용자 얼굴의

Feature Point를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용하여 가상 캐

릭터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상통화 과정에서 AR이

용된 상 방 캐릭터의 형상과표정, 동작보기로 실제 상

방의 표정과 동작을 가늠하고 비교 직 으로 인지

할 수 있다(그림 Fig. 5 참고).

Fig. 5. WECALL APP

TriDef SmartCam는 2017년에 나오는 인터넷 생 계

소 트웨어로써 실시간으로 상을 녹화할 때 배경을 자

동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앱을 구동하여

Skype( 상통화 App)나 실시간 녹화 방송 시 제공하는

옵션에서 Video setting을 TriDef SmartCam으로 선택하

Disadvantage

Feel other people’s
emotional side inferior
to real people chat;
Difficult to get user’s
model

Also have visual blind
spots;
Can not chatting in a
complex background;
May have some graph
cu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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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즉각 으로 배경이 제거된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

여 통화할 때 배경이 합성되고 가공된 상이지만 상

방에게 재미 요소와 특별한 장감을 달해 수 있다

(그림 Fig. 6 참고).

Fig. 6. TriDef SmartCam Soft

4. 결론

AR 상통화의 구 방법에 해서 두 가지 가설 방

안을 살펴보고 집 으로 연구해 보았으며 두 가지 방

안의 기술 조건을 분석하고 장단 의 비교와 문제

해결 방안도 고찰해보았다. 한 사례를 통해서 가설 방

안의 실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결론 으로 환경 인

제약이 없다면(하드웨어 랫폼) 두 가지 가설 방안

모두 실 가능하지만 지 의 HMD 환경에서는 구 하

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기한 문제 이 개

선된 HMD가 등장하고 본문에서 제시한 AR 상통화의

이론 인 부분과 구 의 근 방식을 목한다면 AR

상통화는 기술과 콘텐츠는 비약 인 개발 성과를 이룰

것이라 측된다. 더 나아가 미래의 AR 상통화는 3D

등록 기술의 발 과 함께 원격 서버에서 개인 자료를 호

출하는 방식을 용하여 물리 인 공간과 외부 환경 등

의 요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자 환경에 더욱 최 화

되어 보다 정 한 데이터를 출력하고환상 인 시각화를

통해서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14].

한 와 같은 환경에서는 상업 인 수익모델의 기

술 개발과 용은 지 과 비교하면 더욱 쉬울 것으로

측된다[15]. 가까운 미래에 AR 상통화가 보 화 되면

HMD 매, 가상 아이템의 매매, AR 특수효과 매, 다

양한 다운로드 콘텐츠(DLC) 매 등의 수익형 콘텐츠와

수요가 발생될 것이라 상되며 련하여 필연 으로

HMD 하드웨어는 비약 으로 발 할 것이라 여겨진다.

즉, 기술의 발 에 상응하여 증강 실과 련된 콘텐츠

개발은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제작될 것이며 곧 다가올

증강 실 기술은 우리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더욱

윤택한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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