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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증강 실에서 3차원  증강은 입력 비디오나 이미지로부터 3차원 구조 복원  추 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해 제안된 기존의 방법들은 개 정확한 3차원 모델을 사 에 구축해두고 실시간에 조하는 방식

을 취하 는데, 이 방식은 정확한 측정에 기반한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과 상물을 일일이 모델링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은 각 상물별 정 한 모델 없이 유형별로 일반화된(generic) 모델만을 사용

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층간 이동 등을 허용하는 범  이동형 실내 증강 실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하 다. 제안한 방법은 일반화된(generic) 모델을 변형(affine transformation)하여 주어진 장면에서 

오류 임계치 이내의 정합을 이루는 모델 변형 값인 스 일, 치, 회  값을 찾아냄으로써, 그에 따라 정합

된 3차원 공간구조에 해 일 성 있게 증강객체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정  모델링

에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이며, 실험을 통해 크기나 디테일은 다르지만 유사 패턴이 반복되는 통로구

조의 복원과 추 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 다.  

 ■ 중심어 :∣증강현실∣3차원 구조인지∣SLAM∣

Abstract

In Augmented Reality, it needs restoration and  tracking of a real-time scene structure for 

the augmented 3D model from input video or images. Most of the previous approaches construct 

accurate 3D models in advance and try to fit them in real-ti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3D model accurately and requires long pre-processing time to construct exact 3D 

model specifically. In this research, we suggest a real-time scene structure analysis method for 

the wide indoor mobile augmented reality, using only generic models without exact 

pre-constructed models. Our approach reduces cost and time by removing exact modeling 

process and demonstrates the method for restoration and tracking of the indoor repetitive scene 

structure such as corridors and stairways in different scales and details.

 ■ keyword :∣Augmented Reality∣3D Scene Structure Analysis∣SLAM ∣

    

I. 서 론 

최근에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사

용자의 요구와 함께 증가되고 있는 실세계와 가상 환경

을 결합하는 증강 실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에서도 가이드 시스템이나 게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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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강 실 콘텐츠의 경우, 실제 공간 구조에 맞게 

가상 객체들을 정합시켜주어야 한다. 그 게 하기 해

서는 실세계의 좁은 공간이나 특정한 객체가 아닌, 사

용자가 이동하는 환경에 한 3차원 구조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실세계의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것은 증강할 3차원 객체를 실세계 공간의 구조에 맞게 

디스 이 하기 해 필요하다. 따라서, 실세계 공간의 

장소  3차원  정보를 알아내고 연속 상에서 그 변

화를 추 하는 데 많은 연구의 노력이 집 되어 왔다. 

하지만 실세계 공간의 구조에 한 인식 는 재구축

에 해 연구했던 기존 논문 부분은 미리 장소를 3차

원 으로 모델링 해 두거나 책상 주변, 방 하나 등의 

매우 한정되고 지역 인 역에만 한하여 용된다. 따

라서 사용자가 여러 공간을 이동하는 모바일 환경에 

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특히 건물 내를 이동하며 

사용하는 증강 실 시스템의 경우 기존 논문들을 그

로 건물 내의 복도와 계단과 같은 이동통로에 용하여 

사용하기에는 제약 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술로는 해결하기 힘든, 건물 등 실내에서의 이

동 환경을 상으로 한 공간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실시간 3차원 구조인지 방법에는 일반 으로 마커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통해 이를 인식한 후 마커의 치와 

방향에 맞게 가상 객체를 정합하는 마커 기반 방식과 

RFID나 외선 등과 같은 센서 기반 방법이 있다. 그리

고 별도의 센서나 마커 없이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상만을 분석하여 상 정합을 한 정보를 얻어내는 카

메라 기반 방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카메라를 기반

으로 하는 마커 리 증강 실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

는 추세이다[1-3]. 

카메라를 사용한 기존 논문은 크게 모델기반방법과 

특징기반방법으로 나  수 있다. 모델 기반 방법은 

CAD 모델과 같은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상

태를 추 하는 연구이다. 즉, 카메라를 기화 한 후 2

차원 상에 투 (Projection) 된 모델과 상에서 추출

한 특징들과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카메라의 치와 방

향을 실시간으로 추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  

높은 계산의 효율성과 낮은 복잡성을 보이지만 사 에 

상이 되는 장소에 한 정확한 사  모델링이 요구된

다. 따라서 건물 내부와 같이 상 환경이 넓거나 다양

한 환경에 용할 경우 공간을 사 모델링하기 한 비

용과 시간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단 이 있다.

특징기반방법은 사  정보 없이 별도의 카메라 기

화 과정을 거친 후, 실시간에 들어오는 상의 선과  

등의 특징을 분석하여 실세계 구조나 객체에 한 3차

원 정보를 추정하고 카메라 상태를 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  정보 구축을 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특징들로부터 평면과 같은 3차원 

구조를 측할 수 있다. 하지만 특징의 폐색과 조명에 

민감하고 텍스처가 없는 환경에서 비교  부정확하기 

때문에 특징이 별로 없고 조명의 향을 받는 실내 환

경에서는 정확히 3차원 구조를 재구축하기 어려우며 

카메라 기화를 한 별도의 마커가 필요하다는 제약

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논문들의 한계

을 극복한 실내 환경에 합한 공간인식 방법을 제안하

고 특히 사용자의 이동이 부분 이루어지는 복도와 계

단에 이를 용 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일반화 된 3차원 모델

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모델기반 방법에 비해 모

델링을 한 비용과 시간의 노력을 일 수 있다. 한 

일반화 된 모델을 자동 피 하여 이동 시 자연스러운 

공간인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 모델과 상의 텍스

처를 함께 카메라 추 에 사용하여 텍스처 특징이 없는 

이동 통로에서 정확한 카메라 추 이 가능하도록 한다. 

II. 관련연구

2차원 상에서 3차원 구조를 인지하는 문제는 로

비 , 이미지 기반 모델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한 증강 실 분야에서도 최근 가상 

객체와 실세계의 정합을 하여 센서나 마커를 사용하

지 않고 카메라로부터 입력 받은 상만을 분석하여 실

세계의 3차원 구조를 알아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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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반으로 3차원 구조를 인지했던 기존 연구를 

앞에서 언 했던 것처럼 크게 모델 기반과 특징 기반 

방법으로 나 어 살펴보겠다. 

모델 기반 방법이란 가상 객체를 증강할 상이 되는 

실세계의 장소나 객체에 해 사 에 3차원 모델을 구

축해놓는 방법이다. 상과 매칭한 후 카메라를 기화

하고 모델 정보를 기반으로 카메라 상태를 추 하여 모

델의 3차원 구조에 맞게 가상객체를 정합하는 방법을 

말한다[4-6]. Herris의 RAPid시스템[5]은 표 인 실

시간 3D 트 커(Tracker)로서 미리 상에 한 3차원 

모델을 모델링 해두고, 투 된 3차원 모델의 엣지와 이

미지에서 강한 비를 갖는 선들을 이용하여 최 의 카

메라 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논문의 경

우 상의 크기가 크거나 상 물체와 카메라의 거리가 

멀거나 주변 배경이 복잡한 환경에서는 부정확한 결과

를 보이고, 지역 인 물체에는 정확한 결과를 보이지만 

공간이 넓은 이동통로에 용하기 어렵다. 한 사 에 

상에 한 정확한 모델링이 요구되어 이동통로를 모

델링하기 해서는 높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Andrew[6]은 정확하고 빠른 모델 기반 추  방법을 

하여 기존의 최 화 방법 신 로  비  분야에서 쓰

이던 Virtual Visual Servoing(VVS)기술을 용한 방

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 역시 상의 폐색에 강건한 

특징을 보이나 기존의 모델기반방법과 마찬가지로 미

리 실세계에 맞는 3차원 모델을 구축해 놓아야만 비교

 정확한 3차원 구조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통

로에 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크다.

특징 기반 방법은 사  정보 없이 별도의 카메라 

기화 과정을 거친 후, 실시간에 들어오는 상의 선과 

 등의 특징을 분석하여 실세계 구조나 객체에 한 3

차원 정보를 추정하고 카메라 상태를 측하는 방법이

다. Simon[7]은 실시간에 실내 환경에서 텍스처의 선들

을 군집화(Clustering) 하는 방법으로 평면을 인지해 실

내 환경을 재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미 알고 

있는 3차원 모델로 카메라를 기화하고 호모그래피

(homography)를 구하여 각 평면에 해당되는 역을 군

집화 한다. 이 방법은 비교  정확하고 효과 으로 3차

원 구조를 재구축 해  수 있으나 별도의 3D 모델을 사

용하는 카메라 기화 과정과 벽면을 찾기 해 상의 

바닥 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직  지정하는 

추가 인 과정이 필요하여 사용자가 이동하는 모바일 

환경에는 용하기 힘들다. 한 텍스처 특징이 은 

이동통로 환경에 용하기 힘들다. Gee와 Denis[8-9]는 

로  비 에서 쓰이던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상의 텍스처 특징의 3차원 정보를 읽어오며 특징 

의 군집으로부터 평면을 인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SLAM 방법은 카메라가 이동할 때 주변 환경을 인지하

여 주변 환경에 한 지도를 구축하고 동시에 지도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치를 추정해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SLAM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사 정보 없이 실

시간에 들어오는 상들로부터 3차원 구조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카메라의 기화를 해 이미 실험 

에 3차원 치를 알고 있는 코  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소 인 평면 인지는 가능하나 바닥 체의 넓은 평면

인지는 어려우며 조명과 폐색에 민감하다는 단 이 있

다. 따라서 실내조명의 향을 많이 받고 텍스처 특징

이 많지 않은 이동통로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법보다 개선된 카메라 추  방법으로 Gee[10]은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방법

의 카메라 추  부분에 모델 기반 추  방법에서 주로 

쓰이던 VVS방법을 결합한 새로운 특징기반 추 방법

을 제안하 다. 먼  마커를 이용해 카메라 상태를 

기화 한 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상에서 엣지(edge)

를 추출하고 3차원 치를 추정한다. 한 동시에 3차

원 치가 추정된 엣지에 Visual Servoing 방법을 용

하여 카메라 치를 추정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

에 비해 비교  정확한 카메라 추 이 가능하나, 카메

라 기화를 한 인 인 마커가 필요하며 정확한 추

을 해서는 상에 3개 이상의 끝 이 명확한 엣지

가 보여야 한다는 제약 을 가진다. 따라서 조명의 

향으로 명확한 끝 을 갖는 선들을 추출하기 어려운 이

동통로에 용하기 힘든 과 카메라 기화를 한 인

인 마커 한 사용자가 여러 공간을 이동하는 모바

일 환경에서는 큰 제약 으로 작용한다.

Klein[11]은 듀얼코어 컴퓨터에서 병렬 스 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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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tracking과 mapping을 구분하여 처리함으로써 기존

의 SLAM시스템보다 빠르고 많은 특징 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논문은 기존의 방법

보다 높은 정확성과 처리 속도를 보이지만 트래킹을 통

해 찾아낸 특징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Robert[12]는 작은 평면인지만 가능하며 

Gerhard[13]은 특정 건물의 정확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

미지 맵이 필요하여 일반화된 이동통로 체에 용하

기에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의 논문들을 이동통로

에 용하여 3차원을 재구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논문의 한

계 을 극복하기 해 3차원 구조를 재구축하는 문제

에 해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정확한 모델 구축에 소모되는 노력  시간을 

인다. 이동통로와 같은 넓은 공간에 하여 기존 연

구와 같이 사 에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기 해서는 상

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환경에 맞게 정확히 모델링 되지는 않았지만, 실

제 환경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일반화 된 모델을 사용

하여 사  정보 구축의 어려움을 이고자 한다. 

둘째, 크기가 다른 이동통로에 용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복도와 계단과 같은 이동 공간의 

공통된 특성을 일반화 한 3차원 모델을 정의하고 일반

화 된 모델을 장소에 맞게 변형하여, 비슷한 구조를 가

지는 건물에서도 별도의 모델링 과정 없이 공간구조인

지가 가능하게 한다. 

셋째, 카메라 기화를 한 사  정보를 최소화 한

다. 기존 논문에서는 미리 알고 있는 모델을 상에 인

으로 피 (Fitting)하거나 마커(Marker)를 사용 하

여 카메라 기화(camera calibration)를 해주어야 했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 된 모델을 피  하는 과정에

서 모델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의 기 상태를 자동으

로 구함으로서 카메라 기화를 한 사  정보와 사용

자 입력을 최소화 하 다. 

III. 실시간 공간구조 인지 알고리즘

본 논문은 단일 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상을 분석하여 텍스처가 분명하지 않은 넓은 구조의 

3차원 정보를 추정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

에서는 두 가지의 근방법으로 이동통로 내에서의 3

차원 구조 인지 문제를 해결하 다.

첫 번째로 일반화 된 3차원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실

제 환경에 맞게 자동으로 피 시켜 다. 본 논문에서

는 특정한 건물에 제한되지 않는 일반화 된 계단, 복도 

모델을 구축하고, 특정 건물에 맞게 이를 자동으로 피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화 된 장소모델을 사용함

으로써 정확한 장소모델을 구축하기 한 시간  노력

을 으며 기존논문에서 필요했던 인 인 카메라 

기화 과정을 자동 피  과정으로 체하 다.

두 번째로 이동통로 특징에 맞는 카메라 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화 된 3차원 모델을 피 한 후 모델의 특

징 코  과 선 정보를 카메라 추 에 사용하고 카메

라 추 과 동시에 추 에 사용될 상의 텍스처 특징 

을 추출하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방법을 용한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특징

만을 사용하는 SLAM 방법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해 특징기반으로 카메라 상태를 추정한 후 모델의 특징

을 사용하여 이를 보정해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1. 이동 통로 재구축 시스템 흐름도 

[그림 1]은 두 가지의 근방법이 본 연구의 알고리

즘에 용된 과정을 보여 다. 먼  실시간으로 카메라

를 통해 들어오는 상에 미리 구축되어 있는 일반화 

된 모델을 자동으로 피 시킨다. 이때, 모델의 크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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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시스템 다이어그램

이 실제 환경에 맞게 변형되며 모델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의 기 치와 방향이 추정된다(Camera 

Calibration). 기 모델 피  과정이 끝나면,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모델을 연속 으로 피 시키기 하여 

카메라의 치와 방향을 실시간에 추 한다.

이때, 피  된 모델의 코  이 카메라 추 에 사용

되며, 카메라 추 과 동시에 실시간에 카메라 상으로

부터 텍스처 코  이 추출되어 카메라 추 에 사용된

다. 카메라 추  단계에서는 이동통로 특성에 맞는 카

메라 추 을 해 특징기반으로 카메라 상태를 추정한 

후 모델을 기반으로 이를 보정해 다.

1. 일반화된 3차원 모델 정의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건물 내에서의 이동의 경우, 

부분 복도와 계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공간구조 인지를 복도와 계단으로 한정하 다. 건

물의 복도와 계단을 살펴보면 부분 일반 이며 공통

인 구조를 가진다. 복도는 부분 직육면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계단은 같은 크기의 층계가 경사를 이

루며 주기 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동통로의 특성에 기반을 두어 

특정 건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일

반화 된 3차원 복도, 계단 모델을 그림 3과 같이 정의하

다. 

그림 3. 일반화 된 3차원 모델

이러한 3차원 모델의 크기를 장소에 맞게 피  라

미터를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써 공간구조 인지의 상황 

응력을 높이고자 하 다.

2. 일반화된 3차원 모델 피팅
본 논문에서는 투 된 일반 모델과 실제 카메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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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받은 이미지에서 실제 상 공간에 맞는 모델 라

미터와 카메라 기 라미터를 구한다. 일반화된 모델

은 모델의 특정한 한 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투 되며 

모델 피  과정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라미터 P는 식

(1)과 같이 9차원 벡터로 이루어진다.

},,,,,,,,{ pitchyawrollczcycxszsysxP =    (1)

라미터 P는 모델의 크기 라미터(sx, sy, sz)와 카

메라의 기상태 치(cx, cy, cz), 회 값(roll, yaw, 

pitch)로 이루어지며, 2차원 이미지 평면에 투 된 모델

의 선과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비디오 이미지에서 추

출한 공간 구조의 선들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값으로 

구해진다. 

[그림 2]의 모델 피  과정은 먼 , 비디오 이미지에

서 공간구조를 이루는 주요 선들만을 추출해내는 이미

지 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 선과 일반화 된 3차원 모델을 투 시킨 모델 선

과의 차이를 가장 최소화 하는 카메라의 기 상태와 

모델 크기를 구하는 라미터 최 화 단계를 거친다. 

그림 4. 모델 피팅 결과

먼  일반화 된 3차원 모델을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상에 피 하기 하여 노이즈 제거, 엣지 추출, 선 추

출 등의 이미지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상에서 공간구

조에 해당되는 기본 인 선들만을 추출하게 된다. 그리

고 안정성이 높은 비선형 최 화 알고리즘인 

Levenberg-Marquardt(LM)방법을 사용하여 라미터

를 추정한다[14]. 본 논문에서는 Moving Edge알고리즘

[15]을 사용하여 처리 과정에서 정의된 제어  주변

의 선들을 찾아 LM의 에러를 계산하 다.  LM 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한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은 오류 

임계치(error threshold)보다 에러율이 낮으면 모델 피

 과정을 끝내고 [그림 1]의 카메라 추 과정으로 넘

어간다. [그림 4]는 라미터 P가 자동으로 구해진 후 

일반화된 모델이 실제 상에 피 된 모습이다.

3. 영상특징 기반 카메라 추적 및 특징 추출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모델을 연속 으로 피  하

기 하여 카메라( 는 사용자)의 치  방향을 추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 했던 것처럼 SLAM을 

기반으로 한 상특징기반 카메라 추 방법을 제안한

다.

SLAM은 이동로 의 치추 에 쓰이던 방법으로 

이동로 의 치인식(Localization)과 벽, 통로등과 같

은 환경에 한 지도 작성(Mapping)을 동시에 수행하

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카메라 기반 시

스템에서 카메라의 치를 추 하고 동시에 주변의 특

징들의 정보를 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논

문에서는 SLAM과정에서 주변의 특징들에 한 정보

를 장하고 있는 지도를 특징맵이라고 정의한다

[16-19]. 

특징들의 정보를 장하는 특징맵 구축(Mapping)하

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특징맵은 모델 피

 과정을 거쳐 구해진 3차원 모델의 코 과 상으

로부터 추출된 텍스처 특징 으로 이루어진다. 먼  

기 피  과정을 거쳐 구해진 모델로부터 4개의 코  

의 3차원 치가 맵에 장된다, 실시간 상으로부터 

2차원 텍스처 특징 을 추출하면, 카메라의 움직임과 

특징 의 치변화를 기반으로 텍스처 특징 의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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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추정되어 특징 맵에 장된다. 이때 텍스처 특

징 은 FAST코  추출방법[20]을 이용하여 상에서 

추출되며 Inverse Prameterization방법[17]을 통해 3차

원 치가 추정된다. 추출된 코  을 장하고 매칭 

하는 문제는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특징을 추 해 나

가면서 특징의 3차원 치와 카메라의 치와 방향을 

측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  정확한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 일과 방향에 강건한 

SIFT(Scale Inverse Feature Transform Description) 

[21]기술자를 이용하여 코  을 장한다.  

치 인식과정(Localization)은 크게 특징 맵에 장

된 특징 들의 치와 확장칼만필터(Extended Kalman 

Filter) 방법을 사용하여 카메라 상태를 추 하는 1차 

카메라 추 방법과 모델의 선 정보와 [그림 5]와 같이 

LM방법을 이용하여 2차로 카메라를 보정해주는 단계

로 이루어진다. 칼만필터는 측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

동로 의 상태변수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표 인 

최  추정 알고리즘으로 SLAM을 구 하는데 가장 많

이 쓰이는 방법이며 확장칼만필터는 비선형식을 선형

화하여 칼만필터를 용한 방법이다. 

그림 5. LM방법으로 보정 전(위), 보정 후(아래)

확장칼만필터는  임에서의 카메라 상태를 기

반으로 재의 카메라 상태를 측하는 단계(Predict 

Step)와 재 임에서 들어온 특징과 측된 카메라

로부터 투 된 특징지도 안의 특징들의 치 차이를 이

용한다. 카메라 상태와 특징 상태를 보정(Update Step) 

해주는 단계를 재귀 으로 실행해 주며 연속 으로 카

메라 상태와 특징 상태의 정확성을 높여 다. 

특징  외에도 모델 엣지는 추 에 있어 요한 정보

인데, 본 논문에서는 확장칼만필터만을 사용한 카메라

추 결과를 모델엣지를 기반으로 LM방법을 사용하여 

카메라 값을 보정해 다. 이는 이동통로 환경에서 보다 

정확한 카메라 추 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6]은 

에러 변화량을 나타내는 그래 이다. 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 LM 방법으로 보정한 결과 에러율이 더 낮다.

그림 6. LM 방법을 이용한 카메라 위치 보정 결과 에러 그
래프

IV. 구현 및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시스템은 도우즈 XP Professional 

2.40GHz, 2.00GB RAM, NVIDIA GeForce 7600GT 비

디오 가속기가 달린 PC에서 구 되었다. 카메라는 

당 30 임 처리 속도의 CCD센서 카메라를 사용하

다. Visual C++ 6.0 환경에서 상처리 라이 러리 

OpenCV를 사용하여 구 되었으며 실험 상의 체 

해상도는 320X240이다.  

[그림 7]은 모델 피  과정으로부터 구해진 모델의 

상태와 카메라 기 상태를 기반으로 실시간에 카메라 

추 을 한 결과 이미지이다. 실험 결과 이동통로에서 

비교  정확한 카메라 추 이 가능 하 으며 [그림 8]

과 같이 임의 변화에 따라 상과 3D 모델에 한 

에러율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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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1은 [그림 7]의 복도의 피  결과를 나타내며 피

2는 [그림 8]의 계단에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다. 계단

의 경우는 사용자가 미리 계단의 수를 지정해야한다.

그림 7. 모델 추적 결과 

한 [표 1]에서 보이는 결과처럼 실시간 추 이 가

능하다는 것을 1 임 당 모델 추 의 각 단계의 처리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표 2]에 기존 연구와의 

실행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8. 모델 피팅 과정의 에러율

표 1. 모델 추적 처리 시간

처리 과정
1 임 당 처리 시간

(약 7 frame/sec)

전처리 약 0.005 sec
EKF를 이용한 추적 약 0.08 sec

LM 방법을 이용한 결과 보정 약 0.0016 sec
총 약 0.0766 sec

V.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로 입력된 상에서 실내 건물

의 이동통로의 3차원 구조 재구축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고 실시간에 가능하며, 

특정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간구조 인지 알고리

즘은 특정건물에 정확히 모델링이 되지 않은 일반 인 

3차원 모델만으로도 상 건물에 맞는 공간구조 인식

이 가능한 결과를 보 으며 비교  실시간성을 유지하

다. 우리는 향후, 크기 외에도 모델의 일반 인 특성

을 가지되, 특정 건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변수

에 한 추가 인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한 재 

PC기반에서 구 된 시스템을 모바일 랫폼에 용하

여야 하며, 모바일 증강 실 애 리 이션의 개발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표 2. 기존 연구와 제안 연구의 실행 결과 비교
모델기반
방법

특징기반
방법

제안
방법

Virtual 
Visual 

Servoing[6]

Walls 
Detection

[7]

Visual
SLAM
[8-9]

Model 
based
SLAM
[10]

대상
환경

사전에 
모델링된 
장소

텍스쳐 
특징이 
있는 벽

텍스쳐 
특징이 있는 

영역

텍스쳐 
특징이 있는 

영역

기본 
육면체형 
복도와 
계단

카메라 
초기화

사용자의 
인위적 모델 

피팅
3차원 

모델 삽입

3차원 
정보를 알고 
있는 마커 

삽입

3차원 
정보를 알고 
있는 마커 

삽입

모델 
피팅에 
의한 
자동화

상황 
적응력

모델링 된 
대상 

객체,장소외 
적용 못함

텍스쳐 
특징이 
있는 
영역만 
가능

텍스쳐 
특징이 있는 
영역만 가능

텍스쳐 
특징이 있는 
영역만 가능

기본 
육면체형 
건물에 
적용 
가능

 사용자 
추가 입력 없음 바닥부분 

영역 지정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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