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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 의 아이폰4 스마트폰에 OpenCV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상처리 로그

램을 구 하 다. 구 된 상처리 로그램은 이치화, 응이치화, 에지 추출, 외곽선 추출 등이며 

Objective-C 언어로 버튼 등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아이폰 앱으로 구 되었다. 한 증강 실을 구

하기 해 Wagner가 개발한 ARToolKitPlus 라이 러리의 각 단계를 분석하 으며, 이 라이 러리

를 이용해 Loulier가 아이폰에 구 한 VRToolKit을 이용하여 가상물체를 실시간으로 증강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가상물체는 OpenGL ES 함수를 사용해 텍스처맵핑 기법으로 제작한 지구 모형으로 실시

간 증강시에도 매끄럽게 정합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폰에서의 얼굴인식 등의 상

처리 로그램 개발  멀티마커의 인식 등의 증강 실 로그램 개발의 기본 토 로 사용될 수 있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응용 로그램이 배포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성능 한 향

상되고 있다. 재 배포되고 있는 상처리 응용 로그램

들은 얼굴인식, QR코드  바코드인식, 이미지꾸미기, 언

어번역 등이 표 이다. 한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으로 

실시간 상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실시간으로 상처리를 

하는 응용 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스마트폰

을 활용한 다양한 상처리 방법들이 연구될 것으로 망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은 OpenCV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기본 인 상처리를 실시간으로 구 한 

결과를 보인다. 3 은 증강 실의 정의와 구 에 해 간

단히 기술하 고, 4 에 Wagner가 개발한 ARToolKitPlus 

로그램을 주요 단계별로 요약하 다. 5 에는 Loulier의 

VRToolKit을 이용한 아이폰에서의 가상물체의 증강방법

과 OpenGL ES를 이용한 가상물체의 구  결과를 설명한

다. 6 에는 결론과 추후 과제를 언 한다.

2. 스마트폰에서의 실시간 상처리

  스마트폰을 이용한 많은 상처리 로그램들이 개발되

어 있지만 실시간 상처리를 사용하는 로그램은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상처리를 

이용할 경우 실시간 문자인식, 실시간 정보 검색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스마트폰에서 OpenCV 라이 러리[1]를 이용하여 이치

화, 응이치화, 에지 추출, 외곽선 추출을 구 하여 실시

간 처리에 합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은 실제 구 한 아이폰의 실시간 상처리 로그

램의 화면 메뉴와 시연 인 장면을 보여 다.

(그림 1) 상처리 로그램의 메뉴(좌)와 

로그램의 시연 장면(우)

2.1 이치화(Threshold)

  이치화는 특정 임계값을 기 으로 이미지를 이진화하는 

과정이다. 임계값보다 큰 값은 모두 1로 임계값보다 작은 

값은 0으로 바꾼다. 8비트 이미지에서는 1과 0 신 255와 

0을 사용한다. OpenCV에서는 cvThreshold 함수를 사용한

다. (그림 2)는 임계값을 128로 설정하여 이치화한 결과로 

마커가 검정색으로 출력된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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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치화한 상

2.2 응이치화(Adaptive Threshold)

  응이치화는 일반이치화보다 주변 환경의 조명변화에 

해 더 좋은 결과를 보여 다. 주변 픽셀들의 평균값이나 

표 편차를 사용해 각각의 픽셀마다 계산된 한 임계

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 이치화 방법보다 처리시간이 

길다는 것이 단 이다. 이를 보완해  알고리즘으로 

이미지(Integral Image)를 사용하는 방법[2,3]이 있으며 이

를 이용해 실시간 상처리에 합한 처리속도로 구 할 

수 있다. OpenCV에서는 cvAdaptiveThreshold 함수를 사

용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어두운 곳에서 같은 상으

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 응 이치화의 결과가 

좀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일반 이치화 결과(상), 응 이치화 결과(하)

2.3 에지 추출

  물체의 외곽선을 이미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하여 에지를 추출한다. 에지 추출 방법으로는 소

벨, 라 라시안, 캐니 에지 검출 방법 등이 있다. 캐니 에

지 검출방법은 OpenCV에 구 된 에지검출 함수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으로 x, y 방향으로의 1차 미분을 구하

여 네 개의 방향 도함수 형태로 결합한 것이다. (그림 4)

에 cvCanny함수를 사용하여 에지를 추출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그림 4) 에지를 추출한 상

2.4 외곽선 추출

  외곽선을 이루는 픽셀들의 치를 장하는 방법이다. 

OpenCV에서는 CvSeq 시 스에 픽셀들의 치를 장한

다. 각각의 외곽선은 서로 구분되어 장되고 내부경계선

과 외부경계선을 구분하여 트리형태로 장된다. 구해진 

외곽선들의 픽셀정보는 상에서 각 물체들을 구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OpenCV의 cvFindContours함수를 

사용하여 외곽선 픽셀정보를 추출하고, cvDrawContours

함수를 사용하여 외곽선을 화면에 그린다. (그림 5)는 외

곽선들을 추출하여 얻어진 픽셀들의 치를 사용하여 원

본 상에 외곽선들을 그린 것이다.

(그림 5) 외곽선 추출 상

3. 증강 실의 정의와 구

  증강 실(Augmented Reality, AR)이란 실세계를 촬

한 실제 상에 가상물체를 합성하여 부가 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Azuma[4]는 ‘진정한 증강 실 시스템은 다음 세 개의 

특징을 만족시켜야 한다’ 라고 정의하 다.

   1.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이 가능해야 함.

   2. 실시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함.

   3. ( 실과 가상의) 3차원 정합이 가능해야 함.

  증강 실 방법에는 인 인 마커(Marker)를 사용하는  

방법인 Marker-based AR 방법과 인 인 마커를 사용

하지 않고 주어진 장면에서의 자연 인 특징 (Natural 

Features)들을 이용하는 Markerless AR 방법이 있다. (그

림 6)에 Marker-based AR 방법의 실세계와 가상물체

의 정합 흐름도를 표시하 다.

(그림 6) 실세계와 가상물체의 정합([8]에서)

  마커를 사용하는 증강 실 기술은 Kato가 개발한 

ARToolKit[5]에서 시작되어 Fiala의 ARTag[6]을 거쳐 

Wagner의 ARToolKitPlus[7,8]로 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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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oolKitPlus는 Wagner가 UMPC(Ultra Mobile PC)

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장치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ARToolKit과 ARTag를 계승하여 확장한 것으로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 ARToolKit의 확장 버

  - C++로 작성된 새로운 API 때문에 호환성이 없음

  - ID 검출 코드는 ARTag의 향을 받음

  - 카메라 입력 부분과 더링 기능이 없음

4. ARToolKitPlus의 단계별 처리

  ARToolKitPlus에서는 증강 실의 구 을 해 입력 이

미지의 이치화, 외곽선 추출, 사각형 추출, Undistortion, 

마커 매칭, Pose Estimation, 가상물체 증강의 총 7개 단

계로 처리한다. 이 은 [8]의 내용  가상물체의 증강 

단계를 제외한 6개의 단계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4.1 이치화

  증강 실에서 이치화를 하는 이유는 마커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상에서 마커를 좀더 쉽게 찾아내기 함이다. 이

치화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해 LUT(Look Up Table)

을 사용한다. LUT를 사용할 경우 그 이 이미지의 밝기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참조하면 바로 계산이 되므로  

비교 연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4.2 외곽선 추출

  외곽선 추출은 처리할 이미지에서 경계가 되는 픽셀들

의 치를 장하는 것이다. 외곽선 픽셀은 재 픽셀의 

바로 이  픽셀(왼쪽 픽셀)이 흰색인 픽셀이다. 찾은 외곽

선 픽셀들을 따라갔을 때 이 에 찾았던 외곽선 픽셀을 

다시 만났을 경우 그 에 찾은 모든 외곽선 픽셀들을 하

나의 그룹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그룹들은 이진화된 이미

지에서 각각의 덩어리가 이루는 외곽선 픽셀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 다. 이는 Labeling과 비슷한 개념으로 

Labeling은 물체를 이루는 모든 픽셀을 구분하여 장하

는 반면 외곽선 추출은 물체를 이루는 외곽선들만 장하

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좀 더 빠르다. 

4.3 사각형 추출

  사각형 추출은 에서 추출한 외곽선 픽셀들의 꼭짓

을 찾아 꼭짓 이 4개인 외곽선 픽셀들의 그룹을 추출한

다. 추출한 외곽선들  하나의 그룹 내에서 임의의 한 

을 지정한다. 첫 번째 꼭짓 은 앞에서 지정한 으로부터 

최 거리에 치한 을 찾는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꼭짓

을 찾기 해서 우선  첫 번째 꼭짓 과 재 물체의 

무게 심을 선으로 잇는다. 이 선을 기 으로 양쪽 방향에

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개를 찾는다. 네 번째 꼭짓

부터는 에서 찾은 3개의 꼭짓   두 개를 잇는 선분

을 기 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된다. 이 게 찾은 꼭

짓 이 4개인 그룹(사각형)을 마커의 후보로 두고 꼭짓

이 4개 이상인 외곽선 그룹들은 모두 제거한다. 

4.4 Undistortion

  마커 패턴 매칭을 하기 해 에서 추출한 사각형 이미

지들을 3차원 좌표계에서 2차원 좌표계로 펴는 과정이다. 

펴진 사각형 이미지들은 4각이 모두 90˚를 이루게 된다. 

이미지를 펴기 해서는 호모그래피 행렬(Homography 

Matrix)을 사용하게 되는데 3차원 좌표계에서의 각 픽셀

들의 치를 2차원 좌표계에서의 치로 바꿀 수 있게 된

다. Undistorted된 마커 이미지는 한 픽셀이 마커의 한 칸

이 된다.

4.5 마커 패턴 매칭

  에서 추출한 마커 후보들이 어떤 마커인지 구분하는 

과정이다. 이진수로 된 마커 데이터가 미리 장되어 있고 

각 마커데이터들은 마커아이디를 가지고 있어 다른 마커

들과 식별이 가능하다. Undistorted된 상 마커 이미지는 

이진수로 디코딩하고, 디코딩 결과를 장된 마커 데이터

와 각각 비교한다. 비교 후 일치하는 마커가 있다면 일치

하는 마커 아이디를 반환한다.

4.6 Pose Estimation

  가상물체를 증강하기 해서는 마커의 3차원 좌표 치

를 알아야한다. ARToolKitPlus에서는 먼  Harris 코  

검출기를 사용하여 마커의 네 꼭짓 을 찾는다. 이 게 찾

은 코 들은 Pose Estimation을 해 사용된다. 구한 코

들을 사용하여 최종 으로 물체를 증강하기 한 3차원 

좌표에서의 마커 치를 구한다. Undistortion 단계와 동일

하게 호모그래피 형태로 계산하지만, Undistortion은 이미

지까지 와핑하는 반면 이 단계에서는 좌표만 알면 된다. 

따라서 호모그래피 행렬만 구하여 가상물체를 증강하는데 

사용한다. 멀티 마커 트래킹에서는 한 화면에 여러 마커가 

인식될 경우 모든 마커를 하나의 슈퍼마커로 처리하여 각

각의 마커들을 인식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빠른 처리가 가

능하다.

5. 가상물체의 증강 방법

  ARToolKitPlus에는 카메라의 입력 부분과 가상물체의 

더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  구 해야 한다. 

이 부분을 구 하기 한 방법을 모색하던  다음 사항

을 알게 되었다.

5.1 Loulier의 VRToolKit

  Loulier[9]의 VRToolKit 패키지는 ARToolKitPlus를 이

용하여 아이폰에서의 증강 실을 구 한 것이다.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마커 검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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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ml과 .h 일을 이용한 3차원 물체의 로딩

  - 하나의 텍스처 일만 지원됨.

  - 마커id와 물체의 련은 .plist 일로 명시

  - 물체의 표시 라메터를 변환시키는 앱 GUI

Loulier의 구  앱에는 총 5개의 가상물체(비행기, 바나나, 

사과, 에펠탑, 큐 )가 들어있다. (그림 7)은 여러 마커를 

사용하여 가상물체를 증강시킨 사진이다. 

(그림 7) 여러 종류의 가상물체를 증강한 장면

5.2 OpenGL ES를 이용한 3차원 가상물체의 제작

  Loulier의 로그램을 테스트하기 해 3차원 가상물체

를 OpenGL ES 로그래 으로 구 하여 제작하 으며 

구 한 지구모형의 증강 장면을 (그림 8)에 표시하 다.

(그림 8) OpenGL ES로 구 한 3차원 지구 모형  

  OpenGL에는 사각형 패치의 사용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용 OpenGL ES에서는 삼각형 패치를 사용하여 사각형을 

만들어야 한다(그림 9). 구 된 지구모형은 PC버 의 구

 모형을 삼각형 패치로 변환하여 구 하 다. 한 PC

에서는 각 정 들과 텍스처 좌표들을 반복문으로 계산하

지만, 모바일폰에서는 정 들과 텍스처 좌표들을 미리 계

산하여 헤더 일에 장하여 증강할 때의 처리속도를 향

상시켰다. 그 결과 실시간으로 증강시켜도 매끄럽게 정합

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9) OpenGL에서 제공하는 패치모양과 삼각형 

패치를 사용하여 만든 다각형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OpenCV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애 의 

아이폰4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여러 실시간 상처리 

로그램을 Objective-C를 이용하여 앱의 형태로 구 하

으며, Wagner의 ARToolKitPlus와 Loulier의 VRToolKit

을 이용해 증강 실 앱도 따로 구 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에서의 얼굴 인식과 얼굴 

구별 응용 등의 실시간 상처리 응용 로그램을 구 할 

계획이며 한 증강 실 분야의 연구도 계속 추진할 계획

이다. ARToolKitPlus는 멀티 마커의 검출을 지원하는 데 

반해 VRToolKit은 싱  마커의 검출만이 가능하기 때문

에 추후 VRToolKit을 참고하여 멀티 마커의 검출과 멀티 

가상물체의 증강이 가능하도록 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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