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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 의 발명이후 컴퓨터는 속도로 발 하게 되었다. 불과 몇십년 사이에 컴퓨터의 처리능력은 수

만,수억배 증가했고, 사회환경 한 정보기반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본 논문은 이에 기반하여 유비쿼

터스 환경의 새로운 구축환경을 모색하고, 본 연구 로젝트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

다.

Empia 2710 Empia 2711

Resolution 640 X 480 640 X 480

Frame Rate 35fs(VGA) 35fs(VGA)

Interface USB 2.0 USB 2.0

Format YUV422, 420 YUV 422, 420

1. 서론

  재 2차원기반의 평면 인 컴퓨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직 이고, 빠르며 정확한 의사,의도 달이 힘들다. 실제

세계는 3차원공간으로서 부피, 공간으로 이루어졌으나 컴

퓨 의 입출력은 모두 2차원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컴퓨

환경의 3차원화를 통해 조  더 편리하고 직 인 인터

페이스를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 다.

IC 의 발명이후 컴퓨터는 속도로 발 하게 되었다. 

불과 몇십년 사이에 컴퓨터의 처리능력은 수만,수억배 증

가했고, 사회환경 한 정보기반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에 기반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의 새로운 구축

환경을 모색하고, 본 연구 로젝트의 실험  결과를 통

하여 이를 입증해 보이려 한다. 

2. 련연구   

 2.1 유비쿼터스 착용형컴퓨 과 모션캡쳐기법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자율 인’ 개념이 

내포된 유비쿼터스 컴퓨 에 착용형 개념(Concept)을 더

한 것이 착용형 유비쿼터스 컴퓨 이다. 착용헝컴퓨터를 

정의하자면 사용자가 언제나 컴퓨터를 신체의 일부에 부

착하고 다님으로써 어디에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웨어러

블 컴퓨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소

형, 착용형, 인체내장형 등의 랫폼 기술과 근거리/근

장통신, 인체통신 등의 네트워킹 기술로 이루어진다. 

  3차원 API 시장을 다년간 주도해 온 사실 표

(De-Facto Standard)은 오 지엘(OpenGL, Open Graphic 

Library)이다. API 수 에서 볼 때 오 지엘은 수  

API에 속한다. 따라서 고수  API처럼 어떤 장면을 묘사

한 것이 아니라, 묘사된 내용으로부터 그 장면을 그려내기 

해 필요한 구체 인 로시져(Procedure)에 해당한다. 

이런 에서 오 지엘은 OpenInventor(OpenGL의 C++확

장 라이 러리), VRML(가상 실언어), Java3D 등 고수  

인터페이스의 기반이 된다.[1]

3. 성능평가 실험  응용

  3.1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2 의 웹캠으로 X-Y평면, X-Z평면의 

상을 획득하고, color LED를 장갑에 부착하여 마커역할

을 하게된다. 각각의 평면 상에서 LED의 좌표를 추출

하고, 추출된 좌표를 애 리 이션에서 이용해 보았다. 

  양손으로 3차원공간상의 포인 을 함으로써 본 실험용 

시뮬 이션 로그램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실험방법

순서는 2가지로 나뉠수 있는데, 첫번째는 LED 마커가 부

여된 착용형 컴퓨터를 장착하고, 두 번째는 캠상에 갖다

어 인식을 하는 순이다. 

<표 1> 웹캠의 스펙

 

  3.2 인식기술 포맷 을 이용한 3DMOUSE 시스템구축

  먼  하드웨어 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림 6에 나타낸그

림처럼 웹캠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LED마커가 장착된 장

갑을 제작하는 순이다. 인식 인 측면에서 봤을땐 LED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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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가 웹캠과 인식이 되는 것이지만, 착용형 컴퓨 의 장

을 살리고자 장갑이라는 연결고리를 생각해 냈으며, 착용

감을 극 화시켰다. 그림 7은 LED마커가 장착된 장갑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험도구는 동작인식 인터페이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사용하

으며, 실시간으로 인식  캠쳐하는 마커 리 모션캡쳐 

시스템 'MIMIC' 즉, 자연스러운 인체 안면  그 외 비

고형체의 동  모델링과 어려운 비  비고형체의 고

도 모션캡쳐 기술을 사용하 다. 30 frames/sec의 처리속

도로 20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 그림 8은 2장 련연구 모션캡쳐기법에서 언 한 모션

캡쳐기법을 이용하여 카메라 앞에서 직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며, 그림 1는 이를 간단한 테스  도구(Testing 

Tool)을 이용하여 모션을 복원하는 장면이다.

(그림 1) 모션캡쳐기법을 이용하여 테스트하는 장면

(그림 2) 테스 도구를 이용하여 모션을 복원하는 화면

  본 로그램의 구조도는 아래 (그림 2)와 같은데 

C3DMouseDlg는 vfw(Video For Window)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웹캠으로부터 상을 획득하고 LED 마커의 좌

표를 출력한다.

Camera Framework Graphics

CMy3DMOUSEView

CMainFrame

CMy3DMOUSEDoc

CMy3DMOUSEApp

CMy3DMOUSEView

CMainFrame

CMy3DMOUSEDoc

CMy3DMOUSEApp

사용자정의
메시지

사용자함수

사용자정의
메시지

사용자함수

CHandSign

CMy3DMOUSEDlg

CHandSign

CMy3DMOUSEDlg

COpenGL

CMMTimer

CCamera

CVector

LoadMD2

COpenGL

CMMTimer

CCamera

CVector

LoadMD2

프로그램 구조도

(그림 3) 본 로그램의 구조도

  C3DMOUSEView는 로그램의 몸체부분으로 C3D 

MOUSEDlg로부터 넘어온 메시지를 분석하여 작동한다. 3

차원 그래픽이 출력될 도우를 포함한다. 실질 인 애

리 이션 부분으로 C3DMOUSEView를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구 할 수 있다. OpenGL은 련연구에서 언 했

듯이 직 인 그래픽 처리,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오른손 좌표계를 이용하는 OpenGL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3차원 그래픽을 더링한다. 본 도구에서는 C3DMouse 

View에서 얻은 치정보를 바탕으로 카메라의 시 을 변

환한다. 한 본 도구의 핵심기술  하나인 데이터 스트림

기술이 있는데 이는 (그림 4)와 같다.

VVVV

UUUU

YYYY

YYYY

YYYY

YYYY

VVVV

UUUU

YYYY

YYYY

YYYY

YYYY

(그림 4) 데이터 스트림

  Y는 밝기채 (Luminance)를 의미하고, UV는 컬러채

(Chrominance)를 의미한다. 한 YUV 420 Mapping이란 

기술을 사용하 는데,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YUV 411 

Mapping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YUV 411 Mapping방식에

서 411이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4 : 1 : 1’의 비율을 나

타내는것으로서 이때 Y는 1픽셀당 8Bits정보를 나타내며, 

UV는 가로4픽셀당 8Bits정보를 나타낸다. (그림 5)는 

YUV 420의 구조를 나타낸것이며, 내용은 YUV 411과 비

슷하다.

YYYY

YYYY

YYYY

YYYY

YYYY

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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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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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VV

(그림 5) YUV 420구조

Y는 YUV 411과 마찬가지로 1픽셀당 8bits정보를 포함하

는 것을 의미하며, UV는 가로2픽셀, 세로2픽셀의 (2 X 2) 

4픽셀당 8Bits정보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내용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으면서도 간단한 3차원 좌표

계에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차원 좌표계는 (그림 6)

처럼 X축, Y축, Z축을 가지고 있으며 본 도구에서는 2차

원의 동 상정보를 3차원정보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6) 3차원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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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구에서는 표 으로 9가지의 함수를 사용하 는데, 

하나씩 언 하자면 Modeling 함수는 표 할 Object를 디

자인하는 함수이며, Converting to the Camera Frame함

수는 Coordinate 즉, 좌표를 Viewing Coordinate( 측

좌표)로 변환하는 함수이다. Clipping함수는 Object를 표

할 역을 지정하는 함수이며, Projectin은 3차원 상을 

2차원 표면에 투 하는 상이다. Removing Hidden 

Surfaces는 은선제거함수인데, 다시말해서 보이지 않는 선

을 제거하는 함수이다. Resterizing함수는 화면출력을 

해 FrameBuffer에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이며, Model 

Coordinate는 물체가 정의되는 기 좌표계, World 

Coordinate는 물체를 공간 으로 배치하기 한 좌표계를 

의미한다. Camera Coordinate는 카메라의 심 좌표계를 

의미한다. 

4.  결론

 본 논문과 도구는 LED마커와 캠을 이용하여 2차원 상

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나타낸 산출물에 불과하다. 

앞으로 TV에 본 시스템을 용해 보는 것을 2차과제로 

연구를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 으며, TV에 용을 

생각한 이유는 TV는 앞으로 모든 디지털기기의 심으로 

서게될것이라는 생각과 망이 있기 때문이다. 한 고화

질 TV 즉, HDTV는 세계 으로 아직까지 천여 밖에 

팔리지 않은 미개척분야이다. 한 고가인 TV에 카메라

를 장착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성도 좋다. 기존의 TV 로그램은 연 인, 방송사들

의 참여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일방 인 시스템이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를 Simplex라고 표 하기도 한다. 

다시말해서 일방 으로 화면에 송출만 해주는 단순한 시

스템인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자들의 비언어 인 

측면까지도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  참

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 이션 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며, 통신․방송기술의 확장과 용 더 나아가 발 으

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이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시 에 발맞는 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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