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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게임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또한 보다 현실감 있는 컴퓨
터 게임 환경과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환경으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있으며,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는 사이버글러브, 데이터글러브, 전자펜, 마커 등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가 있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사용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감
을 주며,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추가적인 장비의 도움 없이 손만을 사
용하여 실감형 오델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손을 찾기 위하여 스킨
칼라 모델을 사용하고, 원하는 위치에 돌을 놓기 위하여 손의 좌표와 마커 좌표간의 켈리브레이션
을 수행하여 좌표변환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오델로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증강현
실 보드게임에 적용될 때 사용자에게 보다 현실감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컴퓨터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많은 사람
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에 친숙해지고 있다. 컴퓨
터 게임도 그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
들이 즐기고 있다. 컴퓨터 게임은 단순히 게임에 그치
지 않고 취미생활로 생각될 만큼 누구나가 즐기는 사
회적 문화활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컴
퓨터 게임은 인터페이스가 어려워 컴퓨터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인기가 없다. 몇몇 
컴퓨터 게임 업체에서는 중·장년층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고전적인 보드 게임인 장기, 바둑, 마작게임 등
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이 게임 역시 인터페이스로 마
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한다. 이러한 기계장비들을 이용
한 컴퓨터 게임은 현실감이 없고 장비 사용에 대한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층보다 기계장비에 
둔감한 중·장년층에서는 이러한 장비의 숙달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적용
한 새로운 게임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7]. 그 외에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현실감을 주기 위하
여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이버글러브, 

데이터글러브, 전자펜 등과 같은 새로운 입력 인터페
이스 기술을 적용한 게임도 많이 연구된다[4-7].  

AR·VR환경에서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한 게임으
로는 이재진[4] 등의 VR 바둑과 Szalavari[5] 등의 AR 
마작게임, Kiyokawa[6] 등의 VLEGO가 있다.  VLEGO
와 AR 마작게임, VR 바둑은 가상의 오브젝트를 트래
킹 하기 위하여 고가의 전자펜, 3D 커서, 사이버글러
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하드웨어 장비는 고가의 제
품이라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기 어렵
고, 사이버글러브와 같은 장비는 장시간 착용시 불편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장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AR 테트리스[7]는 고가의 
장비 대신 마커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때 사용하는 
마커펜 역시 사용자에게 실제 물체를 제어한다는 느
낌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현실감을 주기 위하여 

손만을 사용하여 실감형 오델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제안한다. 실감형 오델로 게임은 컴퓨
터 상에서 하는 게임과는 다르게 현실감을 주기 위해
서 AR 기술을 사용하고, 부가적인 하드웨어 장비의 
도움 없이 손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스킨칼라 모델을 
사용하여 손의 영역을 검출하였고, 손의 정확한 트래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924 

킹을 위하여 손의 좌표와 마커 좌표간의 카메라 켈리
브레이션을 수행하여 좌표변환을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AR 오델

로 게임환경과 게임 구성도, 오델로 게임에 대하여 서
술하고, 3장에서는 오델로 게임 구현에 필요한 기본적
인 기술에 대하여 서술하고, 4장에서는 본 게임에 대
한 장점과 단점을 논하며 결론을 맺는다.  

 
2. AR 오델로 게임  

본 장에서는 실감형 오델로 게임을 하기 위한 기본
적인 게임환경과 게임 구성도, 오델로 게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2.1 게임환경 

 
AR 시스템은 3가지 특성을 가진다[8]. 첫째, 현실세

계에 가상의 객체를 접목 시켜야 한다. 둘째, 가상의 
객체가 3차원으로 접목되어야 한다. 셋째,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 특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AR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ARToolKi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9]. 그리
고 세번째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을 사용한 상호작용 
방법을 사용한다.  
본 시스템은 누구나 현실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 오델
로 게임을 구현 했다. 그림 1은 카메라, 컴퓨터, 모니
터, 마커판으로 구성된 AR 오델로 게임 환경을 보여
준다.  

 

 
그림 1. AR 오델로 게임 환경. 

 
2.2 게임 구성도 

 
마커판 위에서 오델로 게임을 하기 위한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커판과 손영상을 ARToolKit 

라이브러리와 AR 오델로 게임 시스템으로 입력한다. 
ARToolKit 라이브러리에서는 마커의 위치과 기울기를 
계산하여 Viewing 시스템으로 보내고, AR 오델로 게임 
시스템에서는 입력 받은 손 영상을 이용하여 게임에 

사용될 게임 정보와 손의 위치 정보를 Viewing 시스
템으로 보내게 된다. Viewing 시스템에서는 입력 받은 
마커, 손, 게임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오델로 게임을 마커판 위에 증
강시켜 준다.  

 
그림 2. 게임 구성도. 

 
사용자는 AR 오델로 게임을 현실감 있게 하기 위

하여 마커 위에서 손을 사용하여 가상의 오델로 돌을 
제어하게 된다. 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AR에서는 마
커를 가리게 되면 증강된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단점
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5개의 마커가 그려진 마커판을 사용한다. 손에 의해 
마커가 가려지면, 가려지지 않은 다른 마커가 AR 오
델로를 증강시킨다. 그림 3은 마커판과 가상의 오델로
가 증강된 마커판이다.  

 

 
(a)                       (b) 

그림 3. 마커판: (a) 마커판, (b) 객체가 증강된 마커. 
 

2.3 AR 오델로 게임  
 
오델로 게임은 바둑(상대의 돌을 둘러싸면 돌을 빼

앗는)과는 달리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상대 돌
을 가두어서 자신의 돌로 바꾸는 게임으로 5분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또한 국
제적으로 많은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가정에 보급이 
많이 된 보드게임의 하나이다.  
오델로 게임에서 상대의 돌을 자신의 돌로 바꾸기 

ARToolKit 라이브러리 

AR 오델로 게임 시스템 

Viewing 시스템 

오델로 시스템 

손 정보 
손 검출 

마커 정보 

게임 정보 
오델로 게임 엔진 

카메라

입력 영상

카메라 

모니터 

마커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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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일일이 손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AR 오델로 게임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을 
뒤집어 주고, 점수확인이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4는 AR 오델로 게임을 하는 장면이다.  

 

 
그림 4. AR 오델로 게임 실행 장면. 

 
3. 게임 구현 기술 

AR 오델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손끝의 트래킹 
기술과, 트래킹 된 손끝과 증강된 가상의 오델로 돌과
의 정확한 좌표 일치가 필요하다. 증강된 오델로판 위
에 돌을 놓기 위해 마커판을 오델로판과 같이 6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그림 5(b)). 그 후 손끝이 64개의 영
역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여 오델로판 위에 오
델로 돌을 그려준다(그림 5(c,d)).  
본 장에서는 손과 손끝의 검출과 각각의 좌표 일치

를 위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5. 오델로 돌 놓기: (a) 마커판, (b) 64개의 마커

판 영역, (c) 손가락 트래킹, (d) 오델로판에 돌 놓기. 
  

3.1 손·손끝 찾기 
 
AR 오델로 게임은 카메라를 통해 입력 받은 영상

에서 손 영상을 찾아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손을 찾는 
방법에는 많은 알고리즘이 있지만 본 게임에서는 간
단히 피부색만을 이용하여 손을 찾는 스킨칼라 모델
을 이용한다[10].  
피부색과 조명에 민감하지 않는 스킨칼라 모델은, 

여러 샘플에서 얻어진 사람의 피부색 영역 중에서 각
각의 RGB 칼라 데이터를 조명의 영향을 덜 받는 채
색 공간으로 변환하면 가우시안(gaussian) 분포로 근사
화되고, 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10]. 
각 픽셀의 칼라 값은 BGR ,, 의 조합으로 표현되며, 

밝기 값은 BGRI ++= 로 표현된다. 스킨칼라는 밝
기 값에 민감하므로, 각 픽셀을 채색 공간으로 변형해
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규화된 RGB 모델(normalized 
RGB )을 이용한다. 

IBbIGgIRr /,/,/ ===                        (1) 
 
여기서 r과 g 값만을 이용하고, 채색 공간 ),( gr 에서 
다양한 조명,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스킨 칼
라 분포는 서로 비슷한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며, 다음
과 같이 2D 가우시안 분포 ),( yxG 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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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xgyxr 는 yx, 좌표에서의 gr, 값이며, gr mm ,

는 미리 정한 스킨칼라 영역의 gr, 평균을 나타내며, 

gr σσ , 는 분산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gr mm , 는 

각각 0.463705, 0.267740, gr σσ , 는 각각 0.002883, 

0.001239 값을 사용하였다. 입력 영상의 ),( gr 를 모델
링 된 가우시안 분포(식(4))를 이용하여 스킨칼라와 
비-스킨칼라를 구분한다. 그림 6은 손과 손끝 1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a)               (b)              (c) 

그림 6. 손과 손끝 검출 결과: (a) 입력 영상, (b) 손 
검출 결과, (c) 손끝 검출 결과. 

 
 

                                                           
1 검출된 손영역 중 가장 상위의 픽셀을 손끝이라 가정한다. 

우상

좌 하

중

(a) 

우상

좌 하

중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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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카메라 켈리브레이션  
 
가상의 오델로판에 돌을 놓기 위해서는 컴퓨터 이

미지영상에서의 2차원 손끝좌표를 마커상의 3차원의 
오델로돌 좌표와 일치시켜야 한다. 하지만 좌표를 2차
원에서 3차원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마커 좌표를 컴퓨터 이미지 좌표로 옮겨 두 좌표를 
비교하여 손끝과 오델로돌을 일치 시켰다. 본 게임에
서는 마커 좌표를 카메라 좌표로 옮기고 나서 다시 
카메라 이미지 좌표로 옮기기 위하여 카메라 켈리브
레이션을 수행하였다[11]. 마커 좌표를 카메라 좌표로 
옮기기 위해서는 변환 메트릭스를 이용한다. CMT 은 
마커와 카메라 사이의 기울기 )( ijR 와 이동 )( iT 을 나타

낸 메트릭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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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메트릭스를 이용하여 카메라 좌표계의 점

),,( ccc ZYX 을 얻을 수 있다. 카메라 좌표의 3차원 정
보를 다시 2차원의 컴퓨터 이미지 좌표로 옮기기 위
해서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원근 투영을 하
게 된다. 이 때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3차원의 
카메라 좌표계의 점 ),,( ccc ZYX 을 2차원 컴퓨터 이미
지 좌표계의 점 ),( ii YX 으로 옮길 수 있다. 그림 7은 
좌표변화를 보여주는 좌표 시스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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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카메라 파라미터, :s 배율(scale factor), 
:, yx ff 초첨거리(focal length), :, cc yx 중심좌표 

 

 
그림 7. 좌표 시스템.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오델로 게임을 위해 기존의 실감형 

게임에서 사용한 전자펜, 데이터글러브 등의 비싼 고
급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마커 등의 추가적인 입력 
인터페이스의 도움 없이 손만을 사용한 새로운 입력 
인터페이스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손만을 이용하여 
오델로 게임을 하기 위한 기술로 마커 좌표계를 컴퓨
터 이미지 좌표계로 변환하여 손끝의 좌표와 일치시
키는 기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손을 이용한 기술은 
단순히 오델로 게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욱 나아
가서는 다른 보드게임인 바둑, 마작, 장기 등에 적용
할 수 있다.  
게임 중에 가상의 오델로 돌을 놓기 위해서는 마커

판 위에 오랜 시간 손끝을 대고 있어야 한다. 이 방법
은 직관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 과제로 게
임의 직관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손의 제스쳐를 이용
할 예정이며, 보다 현실감을 주기 위하여 Head Mount 
Display(HMD)나 DigitalDesk[3]를 이용한 게임환경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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