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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는 사람과 물체 간의 거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는 최

근 키넥트와 같은 저렴한 가격의 깊이 센서를 활용하여 구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깊이 센서들은 사람

의 위치를 트랙킹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물체의 위치는 직접 수동으로 측정해야 한다. 물체의 3차
원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3차원 인터랙션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일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의 경우에는 3차원 위치 획득이 제한된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ILOCAT (Interactive LOcation Context Authoring Toolkit)을 제안한다. 
ILOCAT 은 일반 사용자들이 실공간에서 GUI를 활용하여 쉽게 물체의 3차원 위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논문은 ILOCAT 의 디자인 및 구현을 상세히 설명한다.

ABSTRACT 

Indoor location-based services provide a service based on the distance between an object and a person. Recently, 
indoor location-based services are often implemented using inexpensive depth sensors such as Kinect. The depth sensor 
provides a function to measure the position of a person, but the position of an object must be acquired manually using 
a tool. To acquire a 3D position of an object, it requires 3D interaction, which is difficult to a general user. 
GUI(Graphical User Interface) is relatively easy to a general user but it is hard to gather a 3D pos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Interactive LOcation Context Authoring Toolkit(ILOCAT), which enables a general user to easily acquire a 
3D position of an object in real space using GUI. This paper describes the interac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LO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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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마크와이저가 주창한 유비쿼터스 컴퓨팅부터 최근의 

인터넷 기반 IoT 서비스들은 사람과 물체 사이의 거리

를 측정하고, 그 거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는 크게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실외 위치 기반 서비

스와 특정 건물 등 실내를 대상으로 하는 실내 위치 기

반 서비스로 나누어질 수 있다[1]. 본 연구는 이 중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물체의 위치 확보를 도와주는 

ILOCAT(Interactive LOcation Context Authoring Toolkit)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는 많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관람객이 전시물에 가까이 

가면 관련된 설명을 자동으로 보여주거나, 환자가 약통 

주변에 있는 경우 어떤 약을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와 같은 것이 그 예시들이다[2, 3].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의 구현에는 사용자의 위치 정

보와 사물의 위치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사물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그 거리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서

비스의 구현은 WiFi, 비콘 등과 같은 통신 인프라를 활

용하는 비영상 방식과 Microsoft 의 키넥트와 같은 깊이 

센서(Depth Sensor)를 활용하는 영상 방식이 존재한다

[1, 4, 5]. 
키넥트와 같은 깊이 센서는 실내에서 사용자 위치 추

적과 같은 필수 기능을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통해 기본으로 제공한다. 반면에 사물의 위치 데

이터베이스 축적은 여전히 수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
를 위하여 여러 도구가 개발되었는데, 다수의 연구가 3
차원 가상 환경을 제공한다[6]. 가상 환경은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 인터랙션을 위해서 3
차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기존 연

구결과에서 보이듯이 3차원 인터페이스는 일반 사용자

에게 익숙하지 않아 인터랙션이 어렵다[7].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베이

스를 축적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8]. 하지만 기계학

습 역시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람이 수동으

로 사물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량의 학습 

데이터 축적을 위해 대중참여(crowdsourcing) 방식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이 일반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사물의 3차원 위치 및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인터

페이스가 필요하다[8]. 
본 연구에서는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사물의 

위치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쉽고 간단하게 도와주는 

ILOCAT를 제안한다. ILOCAT 시스템은 여러 개의 키

넥트 센서를 사용하여 3차원 공간을 재현하고, 사물의 3
차원 위치 획득을 위해 2차원 이미지 위에 한 점을 선택

한 후 텍스트 필드에 사물 이름을 입력하는 데스크톱 

PC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터랙션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

서 일반 사용자들이 ILOCAT을 활용하여 직관적인 3차
원 실제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복잡한 3차원 인터랙션 

없이 사물의 3차원 위치의 획득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인터랙션 기

법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 ILOCAT의 

주요 요구사항 및 설계를 제시한다. 4장에서 ILOCAT 
의 구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5장에서 결론 및 향 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LOCAT 은 사용자들이 쉽게 

실내에서 사물의 3차원 위치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실제 실내 공간에서 사

용 가능한 사물 위치 획득 관련 인터랙션 기법 중심으로 

기술한다.

2.1. 다이렉트 포인팅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해당 물체가 있는 위치를 어떤 

방법을 통해 직접 지칭하여 (포인팅) 선택하는 것을 다

이렉트 포인팅 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레이저 포인터 

등을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예로 들 수 있다. 대형 디스

플레이 혹은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

다[9].
다이렉트 포인팅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쉽다는 점이

다. 사용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어떤 물체 가려짐(occlusion)이 발생하는 경

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만 거리의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단

(modalit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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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바일 증강현실 (Mobile AR) 응용

스마트폰 등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어떤 물체를 촬

영한 후, 영상처리를 통해 인식하는 방법으로 물체의 위

치 획득이 가능하다[10].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이용자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인터랙션

이다. 따라서 다이렉트 포인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교

육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바일 증강현실 역시 물체 가려짐 문제로부

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카메라

가 물체를 정확히 촬영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근접해

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령 사용자와 물체 사이에 어

떤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증강현

실의 특성으로 영상처리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영상

처리의 신뢰성이라는 잠재적 문제를 가질 수 있다.

2.3. 가상 공간 활용

어떤 실제의 실내 공간을 정교하게 모델링한 3차원 

가상공간이 존재할 때, 사용자는 이 가상공간을 탐색하

며 물체의 위치 획득이 가능하다[6]. 이 방법은 사용자

가 실제와 동일한 공간을 탐색하며 직관적으로 사물의 

3차원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교한 3차원 공간 모델링은 많은 비용이 수

반되고, 일반 사용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3차원 인터랙

션을 활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2.4. GUI를 활용한 취득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 

중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천정에 설치한 카메라를 활용

하는 방법이다[11, 12]. 천정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자연

스럽게 물체 가려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천정에서 

촬영한 (top-view) 2차원 영상은 마치 지도와 같은 친숙

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천정에 설치된 카메라의 사진을 활용하는 

GUI 방식은 물체 가려짐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

우면서 또한 GU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

자가 직접 물체에 근접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

다. 그리고 2차원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익숙한 마우스, 
키보드 등의 입력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GUI는 기본적으로 2차원 기반이기 때문에 직

접적으로 3차원 입력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LOCAT은 키넥트의 점 구름

을 활용하여 추가 비용없이 2.3 절에서 설명한 가상공간

의 장점(직관적인 3차원 공간 활용)을 제공하고, GUI 의 

장점인 쉬운 2차원 인터랙션을 통해 3차원 위치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ILOCAT
의 주요 요구사항 및 시스템 설계를 설명한다.

Ⅲ. ILOCAT 주요 요구사항 및 시스템 설계안

본 장에서는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구현에 핵심

이 되는 설계안(案)을 제시한다.

3.1. 3차원 위치 획득

⦁요구사항: ILOCAT 은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위치 기

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는 실제의 3차원 공간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3차원 위치 획득이 가능해야 한다.
⦁설계안: ILOCAT은 키넥트 센서를 활용하여 구현한

다. 키넥트 센서의 깊이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로 변

환이 가능하다. 시스템은 변환된 3차원 데이터를 3차
원 위치로 활용한다.

3.2. 사용자 친화 인터랙션

⦁요구사항: 일반적으로 물체의 3차원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차원 콘텐츠와의 인터랙션이 필요하다. 하
지만 상술한 것과 같이 3차원 인터랙션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어려움이 수반된다. ILOCAT을 통

해 사용자는 별도의 3차원 인터랙션 없이 2차원 데스

크톱 인터랙션만으로 3차원 위치 획득이 가능해야 한다.
⦁설계안: 키넥트 카메라는 RGB 영상을 제공한다. 사

용자는 RGB 영상에서 마우스 클릭을 활용하여 물체

를 선택한다. 이 때 시스템은 RGB 영상에 클릭된 픽

셀에 사상(mapping)되는 깊이 픽셀을 추출하고 이를 

3.1에 기술한 것과 같이 3차원 위치로 변경한다. 

3.3. 직관적 가상환경 제공

⦁요구사항: 실제 공간을 모사한 가상환경은 사용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간 기억력(spatial memory)을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인터페이스 활용에 유익하다

[13]. 따라서 ILOCAT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가상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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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 3.1과 3.2의 설계안이 구현되면 시스템은 어

떤 컬러 픽셀에 사상되는 3차원 데이터를 보유한다. 
이러한 컬러 정보와 3차원 데이터 정보를 합성하여 

컬러 점 구름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가상환경 제공

에 활용한다.

Ⅳ. ILOCAT 시스템 및 인터랙션 구현

그림 1은 위에 설명한 요구사항 및 설계안을 구현한 

ILOCAT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ILOCAT 구
현의 핵심은 깊이 데이터의 3차원 데이터 변환(3.1의 설

계안), RGB 픽셀과 깊이 데이터의 사상(3.2의 설계안), 
3차원 컬러 점 구름 생성(3.3의 설계안) 이다. 본 장에서

는 각 과정 및 인터랙션 구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4.1. 기본 데이터 (Raw Data Set)

키넥트 카메라로부터 별도의 처리 없이 캡쳐한 원본 데

이터(Raw Data Set)를 보면 Raw RGB Image, Raw Depth 
Image 으로 이루어져 있다. ILOCAT 시스템은 Microsoft 
Kinect SDK를 활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캡쳐하였다.

4.2. Mapped Data Set 생성

그림 2는 그림1을 조금 더 구체화한 의사코드 

(Pseudocode) 이다. 본 절에서는 그림 1 및 그림 2를 활

용하여 그림 1에 보이는 RGB Mapped Point Cloud와 

Depth Mapped RGB Image 의 생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Fig. 2 Pseudocode to generate RGB Mapped Point Cloud 
and Depth Mapped RGB Image. Line 9-10 explains how 
the interaction is implemented.

그림 1의 Raw Data Set 을 활용하여 Mapped Data Set
을 생성하는 첫 번째 과정은 Raw Depth Image 의 깊이 

값의 유효 여부 판단이다. 깊이 값의 유효함은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깊이 값이 유효한 3차
원 포인트로 변환 가능한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깊

이 값에 해당하는 컬러 정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키넥트 버전 2의 깊이 데이터는 16 비트

의 해상도를 사용한다. (즉, 최대 값 65535) 따라서 측정

된 깊이 값이 16비트의 부호없는 정수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유효한 값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효한 3
차원 포인트의 변환이 가능하다. 또한 키넥트 버전 2의 

깊이 영상은 512 X 424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RGB 
영상의 경우 1920 X 1080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 따라

서 깊이 데이터와 RGB 이미지는 1:1 관계가 아니기 때

문에 어떤 깊이 픽셀은 이에 사상되는 RGB 픽셀이 존재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2의 라인 3은 깊이 값의 유효 여

부와 사상되는 컬러 정보가 Raw RGB Image 에 존재하

는지를 검사하는 코드이다. 

Fig. 1 Process of Generating the RGB Mapped Point Cloud and the Depth Mapped RGB Image from Raw Depth 
Image and Raw RGB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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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픽셀에 대해서는 그림 2의 라인 4와 같이 사

상되는 RGB 컬러를 찾는다. 그림 1(a)는 이 과정을 그림

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2의 라인 5와 같이 깊이값

을 3차원 포인트로 변환한다. 그림 1(b)는 이 과정을 그

림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은 각각에 대해 

Kinect SDK에서 제공하는 “MapDepthFrameToCamera 
Space”와 “MapDepthFrameToColorSpace” 메소드를 활

용했다.
그림 2의 라인 6 - 7 은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

하여 RGB Mapped Point Cloud 및 Depth Mapped RGB 
Image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라인 6은 RGB 
컬러와 3차원 포인트 값을 함께 저장하여 RGB Mapped 
Point Cloud 라는 3차원 점 구름 데이터를 생성한다. 라
인 7은 깊이 픽셀에 사상되는 RGB 컬러를 저장하여 

Depth Mapped RGB Image를 생성한다. 그림 2(c)는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을 모든 카메라의 깊이 픽셀에 적용하면 복수

의 RGB Mapped Point Cloud 및 Depth Mapped RGB 
Image가 생성되는데, RGB Mapped Point Cloud 는 미리 

계산된 변환 행렬 (Transform Matrix)을 적용하여 합성

한 뒤 그림 1의 Point Cloud Viewer 에 보여준다. 그림 

1(d)가 이 과정을 보여준다. 

4.3. 인터랙션 구현

생성된 RGB Mapped Point Cloud 데이터와 Depth 
Mapped RGB Image 는 모두 깊이 픽셀의 x, y 위치를 첨

자(index)로 사용하는 2차원 배열에 저장된다(그림 2의 

라인 6, 7). 따라서 사용자가 마우스를 통해 2차원 영상

(즉, Depth Mapped RGB Image)을 클릭하면, 클릭된 x, 
y 위치 값을 사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RGB Mapped 
Point Cloud 의 3차원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그림 2의 

라인 9 - 10의 함수 “MouseClickEventHandler”는 이를 

보여준다.

4.4. 구현 결과

그림 3은 위에 설명한대로 구현한 ILOCAT의 화면 

및 인터랙션 과정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익숙한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물체의 3차원 위치 획득

이 가능하다.
그림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화면 구성은 왼쪽에는 2

차원 영상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3차원 컬러 점 구름 공

간이 보인다. 3차원 점 구름 공간은 4.2에서 설명한대로 

그림 2의 라인 6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보여준다(그림 1
의 Point Cloud Viewer). 

사용자가 그림 3(a)에 보이는 것과 같이 오른쪽 아래 

화면의 리스트에 존재하는 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왼쪽 화면에는 해당 카메라의 2차원 컬러 이미지가 보

인다. 이 2차원 컬러 이미지는 4.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이 깊이 데이터와 RGB 이미지의 픽셀을 맵핑한 이미지

Fig. 3 Screen shots of user interaction on ILO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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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그림 3(b)에 보이듯이 왼쪽 화면의 컬러 이

미지 위에 사물을 선택하면 클릭된 지점에 상응하는 3
차원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추가로, 그림의 검은 부

분은 깊이 정보 또는 RGB 픽셀 정보의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림 3(c)에 보이듯이 사물 이름 입력란

에 이름을 넣고, 추가(Add)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의 

실제 공간과 동일한 점 구름 영상 위에 지정한 사물의 

이름이 그 위치에 나타난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여러 개의 키넥트 카메라를 활용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실내의 사물 위치 데이터베이스(사물

의 이름 및 3차원 위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ILOCAT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구현을 제시하였다. ILOCAT은 

실내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주요 요소인 사물의 

위치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또 인터페이스를 가

능케 하는 하나의 구현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을 통

해 관련 연구들은 대중참여와 같이 일반 사용자들이 참

여가 필요한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물의 위치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개의 깊이 카메라를 활용하였는데, 각 

카메라의 3차원 공간을 단일 공간으로 합성하는 과정

(즉, 그림 2의 Transform Matrix 추출)은 사전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ILOCAT은 향 후 이 부분에 자동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사용자가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의 추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관련 

연구자들은 더욱 쉽게 ILOCAT을 활용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의 프로토타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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