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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의 발 으로 복합 인 센서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여 가상 실(컴퓨터)과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i 리모콘에 삽입된 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가상의 3D객체를 

실세계에서 효율 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하여 제안하고 실험하 다.

1. 서론1)

유비쿼터스 컴퓨 은 소형의 유, 무선의 속기능을 

갖추고 각종 장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 다양한 정보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주목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는 기존의 컴퓨터와

는 다르게 인간 심의 지능형 컨버 스 정보 기기로 일

상생활에서 교육, 운동, 커뮤니 이션 등의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이러한 소형의 컴퓨  기술을 이용하여 증강 

실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증강 실이란 실세계에 특정한 객체에 가상의 상

을 첩해 사용자에게 보여 으로서 실세계의 객체를 

더욱 효과 으로 표 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실감

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1, 2]. 다양한 기반기술

들이 증강 실을 구 하기 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유

비쿼터스 컴퓨  분야가 확 됨에 따라 증강 실을 한층 

더 실 으로 표 할 수 있다. 

를 들면, 카메라와 마커를 이용해 상인식 기술을 

이용하면 카메라가 마커를 추출해 마커에 해당하는 3D 

상을 화면에 첩하여 표 할 수 있는 기술이 표 이다. 

하지만 3D 객체와의 상호작용이 불편하고 3D 객체를 움

직이려면 마커를 움직이거나 카메라 자체를 움직여야 한

다. 사람들은 컴퓨터 는 IT 련 기기들을 다룰 때 마

우스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야만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이

러한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실감이 떨어지게 되고, 언제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 신인

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나 책상 같은 평편한 바닥에 놓여있어야 한다는 물리 인 

제약 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도구를 다룸으로써 집

력은 분산이 되고 몰입감을 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더욱 자

연스럽고 실세계의 객체를 다루듯이 더욱 실감 있게 느

낄 수 있도록 하기 해 주의 집  이론(Attention 

theory)에 기반한 증강 실 기술에 해 기술한다. 

2. 증강 실의 기술 요소

디스 이는 증강 실에서 가장 요한 부분으로 

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효과 으로 보여 지에 한 기

술이다. 표 으로 HMD(Head Mounted Display)로써 머

리에 쓰는 안경과 비슷한 디스 이 장치로서, 사용자가 

가상의 환경에 몰입할 수 있고 가상 세계를 더욱 실감 

있게 표 하기 한 기술이다. 이외에 이동성을 한 

PDA AR, 는 큰 로젝션 화면을 이용하는 projection 

based AR 등이 있다 [3].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세계의 객

체를 인식하면 컴퓨터는 이를 2D로 인식한다. 컴퓨터가 

인식한 이미지를 가상의 객체와 첩하기 해서는 객체

를 식별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해 마커, 

RFID 등을 이용하여 객체를 2D 이미지로부터 추출해내는 

기술이 있다[4, 5, 6]. 한 실 세계의 객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가상의 객체를 필요한 치에 효과 으로 표 하

기 해서는 실제 이미지와 가상의 객체를 합성하는 기술

이 필요하다 [7, 8].

증강 실은 '만질수 있는‘(Tangible) 인터페이스가 가

능한데 이것은 실세계에서 사용자가 가상의 객체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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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게 객체를 실 세계에서

처럼 다루고 제어할 수 있기 때는 특성을 이용하여 교육, 

치료, 제품 고 등의 분야에서 리 활용될 수 있다 [9]. 

증강 실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분야에 용할 수 

있다. 표 인 로 팜 렛에 마커가 그려져 있고 카메라

가 팜 렛을 으면 화면에는 재 카메라가 고있는 

상화면에 3D 입체 상인 MINI 자동차가 합성되어 표시

된다. 심이 있는 고객은 직  자동차 매장에 가지 않

아도 컴퓨터로 차량의 내․외부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

이다. 

(그림 1) 증강 실 마 의  

기존의 카메라와 마커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특정 마커

가 책 는 신문 등에 부착되어있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커를 인식하여 마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3D로 표 함

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3D 이미지를 회 하여 다른 방면을 보고 싶

을 경우 책(마커)를 회 시키거나 사용자가 직  카메라를 

들고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객체를 인식해야만 3D 객체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기존 기술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

욱 실감 있게 하기 해 wii-remote를 이용하여 실세계

와 가상의 객체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3. 시스템 구성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증강 실에서 가장 요한 요소로 인터페이스 기술을 

로 들 수가 있는데 기존의 마우스 는 키보드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마우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바닥이 존재해야 한다는 물리 인 제약들이 존재 하게 된

다. 이 게 기존의 장치들은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에

서 사람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특정 도구를 손에 착용

하지 않고 주의를 집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화면에 그

림과 같은 웹페이지 는 e-Book 상 등이 로젝트 되

고 있고, 특정 객체들마다 객체에 해당하는 3D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화면 하단에는 포인터 추 을 한 

wii-remote와 외선 송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마우스 포

인터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손가락 끝에 부

착된 LED 반사 을 이용하여 포인터를 인식한다. 사용자

와의 상호작용을 한 카메라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

든 원하지 않던 마커를 인식하여 모든 3D 이미지를 화면

에 띄울 것이다. 하지만 wii-remote를 이용하면 원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되면 해당 객체의 3D 이미지

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특정한 도구를 사용해

야 한다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상용자들은 더욱 직

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움직임에 제약을 최소화하기 

해 얇고 가벼운 테이 형태의 반사 을 손가락 끝에 붙

여서 외선을 반사한다.

(그림 3) 객체와의 상호작용

카메라와 마커를 이용한 시스템의 경우 해당 객체를 제

어하고 싶은 경우 실제 책 는 카메라를 움직여서 동작

해야 한다. 하지만, wii-remote를 이용하여 객체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3차

원 객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회  는 확  축소를 하면

서 객체를 더욱 자세하게 찰할 수 있다. 를 들어, 3차

원으로 생성된 가상의 자동차 같은 경우 차량의 내부를 

들여 보고 싶을 경우 차량의 문을 열고 자동차를 확 하

여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는 3D객체를 모델링하고 실제 사용자가 조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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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기 해 손가락이 가리키는 객체의 치를 추 하여 

가상의 객체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

(그림 4) Wii Remote 구성

Wii Remote Controller의 구성 요소는 의 그림 4와 

같으며 주요 구성 요소로는 Wii 본체와 통신을 하기 한 

블루투스 모듈과 IR LED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척 할 때 기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 바에서 발생하

는 외선을 감지하는 IR CMOS Sensor, 외선 센서와 

함께 움직임과 가속도를 인식하기 한 가속도계인 

ADXL330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5) 치 추  방법

 Wii에서 주요 컨트롤러로 쓰이는 Wii remote 

Controller (Wiimote)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통신으로 

ADXL330 가속도계와 센서 기술의 사용을 통해 이동과 

포인터를 계산하는 motion sensing 능력이 특징이다.

 센서 바에 있는 외선 LED와 Wii remote 내에 장

된 외선 카메라가 사용자 팔 치를 악하는데 카메라

는 센서 바의 LED를 밝은 으로 인식하여 LED의 치 

정보를 삼각측량법으로 분석하여 Wii remote를 들고 있는 

사용자와 센서 바의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사용자 움직임 분석은 외선 카메라와 LED의 상

인 치변화를 분석함으로서 알게 되는데 둘은 마주보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팔을 올리면 카메라가 인식한 LED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처럼 반 로 이동하는 원리를 이

용한다.

4. 구   실험

본 연구는 3차원의 객체를 정확하고 실감 있게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 형태의 

3차원 객체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Google에서 개발한 

Google Earth 로그램은 지구를 3차원의 객체로 만들어 

마우스와 키보드 등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3차원의 좌표에

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한 실험을 하기

에 당하 다.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에 해당하는 이벤트

를 wii-remote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확 , 축소, 이동 

등 다양한 이벤트를 발생하여 처리 다. 그림 6은 손가락

의 움직임에 따라 객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Google Earth의 제어

 

5. 결론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wii- remote의 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외선 LED의 치를 추 하여 웹 페

이지, e-book, 리젠테이션 등에 그려진 이미지를 3D로 

표 하고 3D로 표 된 객체를 손가락, LED 펜 등을 이용

하여 실세계 객체를 제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3D객체

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안하고 실험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주의 집 이론에 기반한 증강

실을 이용하여 3D 객체를 더욱 효율 으로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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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 다. 실험 결과 사람들이 에 보이는 가상의 객체들과

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 도구를 이용하고,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도 직 으로 사

용법을 익히고 동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기술

을 이용해 교육, 마켓 , 리젠테이션 등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으며 비슷한 방법으로 차량정비, 자 제품 조

작법등을 시뮬 이션이 가능하다. 험 요소가 존재하는 

제품이나 사용법이 미숙한 사용자들은 실제로 장치를 다

루기 에 가상으로 실제와 같은 조작법을 통해 험 요소

를 일 수 있다.

로토타입으로 개발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

이 빠르게 변하는 경우에 인식률이 조하게 나타나는 결

과를 보 다. 따라서 사용자 움직임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다양한 센

서를 융합하여 더욱 정교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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