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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각기반 증강 실 시스템의 구 을 해서는 입력되는 카메라 상의 임을 매번 특징 을 추출

하고 패턴 매칭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사양의 모바일 기기에서는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문제 을 해결 하고자 카메라 상에서 패턴이 한번 인식되게 되면 그 이후의 상에 해서는 

패턴 인식과정을 생략하고 이  상에서 매칭된 특징 을 류 기반 추 기법을  사용하여 추 하도

록 한다. 한 패턴 추  차의 수행  추 이 실패하여 생기는 특징  소실 문제는 정확한 호모그

래피 행렬과 카메라 자세 추정을 어렵게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패턴 추 의 성공 

는 실패는 단하는 기 을 세워 모바일 기기에서 빠르게 동작하도록 하는 류 추  기법을 사용한 

자연 특징 추  기반 증강 실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자연 특징 기반의 증강 실 시스템은 SIFT[1], 

SURF[2] 등1)의 자연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듬을 사용한

다. 이러한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상의 특징 을 추출하

는 것은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은 강력

한 컴퓨  성능을 필요로 하고 이 때문에 사양의 모바

일 환경에서는 자연 특징 기반의 증강 실 응용 시스템을 

구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법[3]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에 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류 추

 기법을 사용하여 사양의 컴퓨  성능을 가진 모바일 

기기에서 자연 특징 기반 증강 실 응용 시스템이 빠르게 

동작하도록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이 방법은 입력되

는 카메라 상에서 한번 패턴 매칭이 성공하게 되면 다

음 카메라 상에서는 패턴 매칭과정을 단하고 패턴 매

칭과정에서 생성된 매칭된 특징 을 류(optical flow) 추

 기법을 사용하여 추 하고 추 을 통하여 갱신된 특징

 정보를 통하여 호모그래피 행렬의 생성과 카메라 자세 

추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류 추  기법으로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Lucas-Kanade[4]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논문의 구성은 류 추  기법을 용하지 않은 자연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지방기술 신사업(RTI05-03-01)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음.

특징 기반 증강 실 시스템의 처리과정과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류 추  기법을 용한 방법에 해 간략히 소개

한다. 한 실험을 통하여 류 추 을 사용한 자연 특징 

기반 증강 실 시스템을 UMPC에서 테스트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처리속도가 증가하 음을 확인한다.

2. 기존의 자연 특징 추  과정

   

(그림 1) 기존의 자연 특징 추  흐름도

   기존의 자연 특징 추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입력

되는 카메라 상에 하여 매 임마다 자연 특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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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고 패턴을 매칭하는 처리량이 많은 과정을 계속

으로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처리 방

식은 등록된 패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패턴 매칭과정에

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림 2)은 패턴의 개수

를 1, 5, 10개로 증가시켜가면서 PC, UMPC(Sony, 

Samsung)에서 입력 상을 같게 하여 테스트한 결과 패

턴의 개수에 비례하여 패턴 매칭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선으로 표기된 녹색 부분이 패턴 매칭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림 2) 등록된 패턴 개수에 따른 매칭 시간

3 . 류 추  기법을 사용한 자연 특징 추  과정

(그림 3) 류 추 을 사용한 자연 특징 추  흐름도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

연 특징 추출하는 SURF 알고리듬을 사용하고 패턴 매칭

이 성공한 후의 카메라 상에 해서는 류 추  기법을 

사용하는 과정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1. 카메라로부터 상을 입력받는다.

2. 이  상에서 패턴 매칭이 성공하 는지를 단한

다. 패턴 매칭이 성공하 다면 패턴 추  과정을 실

패하 다면 패턴 매칭 과정을 수행한다.

3. SURF 알고리듬을 통하여 입력된 카메라 상의 자

연 특징 을 추출한다.

4. 미리 등록된 패턴의 특징 과 카메라 상의 특징

을 유사도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패턴 매칭을 한

다. 이 과정에서 매칭된 특징  집합을 얻는다.

5. 매칭된 특징  집합에서 카메라 상의 특징  좌

표를 Lucas-Kanade 류 추  기법을 사용하여 추

한다.

6. 류 추   가려짐 등에 의하여 차 으로 추

에 실패하는 특징 이 늘어나게 되며 추  인 특

징 의 개수를 기 으로 패턴 추 의 성공 여부를 

단한다.

7. 매칭된 특징  집합을 통하여 호모그래피 행렬 생

성  카메라 자세 추정을 한다.

8. 인식된 패턴과 련된 3D 객체를 삽입한 상을 출

력한다.

9. 패턴 추 이 성공 하 다면 카메라 상을 입력 받

은 후 5∼8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만약 실패하 다

면 패턴 인식 과정을 반복하기 하여 1∼8번 과정

을 반복한다.

(그림 4) 제안하는 류 추 을 사용한 추  방법

   기존의 자연 특징 추  방법과의 차이 은 (그림 4)의 

4, 5번 차에서 설명하고 있는 매칭된 특징  집합을 

Lucas-Kanade 류 추  기법을 사용하여 추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처리량이 많은 특징  추출 과정과 

패턴 매칭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 류 추  기법의 추

되고 있는 특징 이 치하고 있는 특정 역 안의 픽

셀값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수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식 (1)은 추

인 특징 의 치  에서의 이미지 밝기값을 

로 나타내며, 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는 평면상에서의 추 인 특징 이 이동하는 

속도를 나타낸다[5].

    ................................⑴

   매칭된 특징  집합을 추 하는 과정은 연속 으로 입

력되는 t번째 카메라 상에서 패턴 매칭이 성공하게 되면 

n개의 매칭된 특징  집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수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입력되는 번째 

카메라 상에서는 번째 카메라 상에서 매칭된 특징  

집합을 사용하여 특징 을 추 하여 류 추  기법을 사

-  563  -



제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2010. 4)

용하여 치 정보가 갱신된 특징  집합을 얻게 되는데 

갱신된 특징  집합을 수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만

약 번째 카메라 상에서 매칭된 특징  집합의 일부 특

징 이 번째 카메라 상에서 추 이 실패하 다면 수

식 (3)에서와 같이   값을 가지게 된다. 수식 (3)에서와 

같이 특징 의 추 과정  추 에 실패하여 null 값을 가

진 특징 을 제거하게 되면 특징  개를 가지는 특징  

집합을 얻게 되며 수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⑵

 ′  ′ ′  ′ ′      ′ ′ ...⑶
           ≤ ........⑷

   수식 (4)와 같이 갱신된 특징  집합을 사용하여 호모

그래피 행렬의 생성과 카메라 자세 추정과정을 거쳐 패턴

과 련된 3D 객체를 삽입하여 증강공간을 구성하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의 치를 추 하는 류 추  

기법 추 을 과정에서는 가려짐 는 카메라 상의 빠른 

움직임으로 인하여 차 으로 추 이 실패하는 특징 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올바른 카메라 자세 추정  

정확한 호모그래피 행렬의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을 방지하기 하여 추 인 특

징 의 개수가 최소한의 개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만

족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패턴 매칭과정을 통하여 정확성

을 유지하도록 하 다.

4. 실험 결과

   기존의 SURF 알고리듬을 단독으로 사용한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용한 방식의 처리 시간의 비교

를 하여 데스크탑 PC(Intel i7 920)와 2종의 UMPC를 

사용하 다. UMPC는 Sony VGN-UX57LN(UMPC1)와 

Samsung NT-Q1u(UMPC2)에서 총 300 임의 카메라 

입력 상을 주고 테스트를 진행하 다. 실험에서 등록된 

패턴의 개수는 10개로 하 으며, 각각의 패턴 상에서 추

출된 특징 의 개수는 평균 230개 정도를 가지도록 하

다.

(그림 5) 특징  추출 시간

그림 6) 패턴 매칭 시간

   (그림 5)는 SURF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카메라 상의 

특징 을 추출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UMPC1은 평균 170ms, UMPC2는 평균 306ms의 처리 시

간이 사용되었다. (그림 6)은 패턴 매칭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UMPC1은 평균 50ms, UMPC2는 

평균 90ms의 처리 사용이 소비되었다. 매칭된 특징 을 

추 하게 된다면 특징 을 추출하고 매칭하는 과정을 생

략하여 그 만큼의 처리시간이 어들 수 있다.  

(그림 7) 상: 기존의 자연 특징 추 , 하 : 류 추  

기법을 사용한 증강 실 시스템의 체 처리 시간 비교

    (그림 7)에서는 기존의 자연 특징 추  방법과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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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카메라 상 

임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방

법은 한 임을 처리하는데 UMPC1은 평균 230ms,  

UMPC2는 평균 400ms 후의 처리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류 추  기법을 사용한 방법은 

UMPC1은 평균 40ms,  UMPC2는 평균 80ms의 처리시간

을 나타내고 있다. 패턴의 추 이 실패하면 새로운 패턴 

매칭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략 240번째 임과 290

번째 임에서와 같은 처리시간이 증가 되었다.

(그림 8) 추  과정 캡처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패턴

을 추  과정 거친 후 3D객체를 삽입한 화면이다. 매칭된 

특징 에 하여 류 추 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매칭

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큰 각도의 변화에도 유연한 카

메라 자세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 결론  향후연구

   일반 인 자연 특징 추  기법은 매번 입력되는 카메

라 상의 특징 을 추출하고 등록된 패턴의 특징 과 유

사도를 비교하는 패턴 매칭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매칭과

정은 처리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모바일 기기와 같은 낮은 

컴퓨  성능을 같은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구 하는 데

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

문에서는 패턴 매칭이 성공된 이후에는 카메라 상에서 

새로운 특징 을 추출하여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류 기

반 추  기법을 사용하여 자연 특징 을 추  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자연 특징  추출을 하여 SURF[2]를 사

용하 고 류 추 을 하여 Lucas-Kanade Optical 

Flow[4] 기법을 사용하 다. 

   추 과정  카메라 상을 벗어나거나 다른 사물에 

가려져 추 에 실패하는 특징 이 생기며 이는 카메라 자

세 추정을 부정확하게 만든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추  

인 특징 이 최소한의 개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 을 

세웠다. 그러나, 이 기 만을 가지고는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안정하다. 패턴 추 과정의 성공 여부를 단할 수 

있는 추가 인 기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패턴 

추 이 실패하게 되면 다시 패턴 매칭을 하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른 

시스템 체의 속도 하를 막는 방법 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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