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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지능형 실감 통신 서비스를 해 단순히 상 데이터만을 상 방에게 송하는 것이나 

상 내에 포함된 사용자 상황 정보( 치, 얼굴, 문자 등)들을 인식한 후 자연스럽게 사용자 화면상에 오

버 이 시키는 증강 실 기반의 상황인식 기술 개발을 한 방안을 기술한다. 제안한 방안은 사용자 

치 인식 기술, 사용자 인식 기술, 웨어러블 컴퓨  기술, 증강 실 기술, 그리고 화질 개선을 한 

에러 은닉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제안한 방안은 향후 이동 통신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정보 제공 환경으로 공함으로써, 도서 이나 박물  는 지 등에서 사용자에게 쉽게 새로

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 무선 통신 기술이 속도로 발달됨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통신의 응용 분야

가  확 되고 있다. 과거의 무선 통신 기술은 

기존 어 리 이션으로의 mobile access 개념으로 

e-mail이나 messaging, 간단한 정보 검색 서비스에 

국한되어 왔다. 재의 무선 통신 기술은 

wireless-specific 어 리 이션 개념으로 사용자 요

구에 따른 무선 서비스 제공에 따라 개인화 서비스

인 핸드폰 결제, 자 지갑, 그리고 mobile 뱅킹 서

비스 등으로 발달되고 있다. 이러한 무선 통신 기술

은 향후 확장된 통신 환경 기반 네트워크형 실시간 

어 리 이션 개념으로 지능형 실감 휴  통신 서비

스 제공을 목표로 개발될 것이다. 미래의 무선 통신 

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  하의 사용자의 상황인식

(context-aware)을 통한 차별 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상황인식이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의

미하고, context는 임의의 개체가 처한 상황에 한 

총체 인 정보를 의미한다. 즉, 상황인식 서비스란 

뭔가 상황에 맞게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최근 컴퓨터의 소형화, 무선 통신 기

술 발달 등으로 모바일 환경이 성숙되고 있으므로 

context 정보를 이용한 무선 통신 서비스의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상황인식 기반의 응용 서

비스 분야들에는 mobile phone 이나 원격 화상회의, 

화상 화, 양방향 DMB, 그리고 다른 부가가치 서비

스들이 있다. 를 들어 휴 폰을 소지한 사람이 뮤

지컬을 람 이거나, 혹은 회의 일 때 주변 상황

을 자동으로 인지한다면 휴 폰은 벨 모드에서 진동 

모드로 자동으로 환이 가능한 서비스, 그리고, 휴

폰 통신 기기 사용자가 서 을 방문하 을 때 사

용자 성향에 맞는 서 들의 치를 표시하거나 휴

폰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책의 겉표지만으로 책의 

가격과 출 일등에 한 정보를 자동 장하는 서비

스 등이 향후 지능형 실감 통신 서비스의 일 것이

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상황

인식하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장치에도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 의 개념이 목된 유비쿼터스 멀

티미디어 통신 서비스이다. 멀티미디어 통신상에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다양한 컴퓨  

기술들이 요구되는데, 우선,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요구하기 해서 무선 통신 기술과 통신 디바이스의 

휴 가 가능하게 하기 한 웨어러블 컴퓨  기술이 

필요하고, 직  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주

거나 홈쇼핑과 같은 멀티미디어 상 내에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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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능형 실감 통신 시스템을 한 증강

실 기반의 상황인식 연구개발 방법

인 정보를 얻기 한 증강 실과 상황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게다가, 상 통신 서비스를 해 많은 양

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송이 필수 인데, 재 무

선네트워크의 송률 제한 때문에 제공된 상 정보

의 화질 하  손실에 한 극복을 한 책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선 통신 시장 환경의 응하기 

해 지능형 실감 멀티미디어 통신을 수행하기 한 

증강 실 기반의 상황인식 기술개발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를 해 다양한 상 처리  패턴 인식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써, 많은 용 분야로 인하여 

련된 기반 기술의 발 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다. 이를 한 기반 기술로는 웨어러블 컴퓨  기술

[1,2], 지능형 context-awareness 기술[1,3], 에러 검

출  복원[4], 그리고 증강 실을 한 상 분할 

 인식 등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들을 개

발하기 한 연구 개발 방안을 기술한다. 

2. 연구 방안

   본 논문의 연구개발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먼  

1단계에서는 지능형 상황인식 기술 개발을 한 단

계로써 각 무선 센서들의 노드 구성에 따른 치 인

식 기술을 개발하고,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상내

에 포함된 문자/얼굴/특정 정보를 인식하기 한 

상 처리 기술을 개발한다. 연구 개발 2단계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터 기반의 증강 실 구 을 한 단계

로써 웨어러블 장치들의 이용하여 인식된 context 

정보를 실 상에 자연스럽게 annotate 하기 한 기

술을 개발한다. 마지막 연구개발 3단계에서는 

WLAN 센서의 특징과 상 코덱의 상 계를 이

용하여 무선 통신상에 발생 가능한 상의 오류를 

개선하고 복구하기 한 기술을 개발한다. 

2.1 지능형 Context-Awareness 기술 개발

가. location context

WLAN 기반 센서를 이용한 치 인식 기술은 각각

의 사용자가 무선 센서를 장착하여 AP로부터 거리

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호의 반사나 실내 환경의 

구조 인 문제로 인해 시스템의 성능이 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수신된 신호 세기의 동

의 변화와 많은 신호 데이터 값에 의해 치 측 에 

많은 컴퓨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는 웨이블릿 기반의 신경망을 사용한 실내 

치 인식 기술을 개발한다. 웨이블릿 많은 연구에

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손실 multi-resolution 변

환이 가능한 방법으로써, 여러 AP들에서 수신된 방

한 데이터를 wavelet 변환을 통해 신호 고유의 성

질을 유지하면서 신호 데이터의 차원을 낮추고, 

치 인식에 효과 인 데이터로 사용한다. 그리고 수

신된 신호들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를 일반 인 방법

으로 인식하는데 큰 측정 오차가 가지는 단 으로 

이를 보완하기 해 복잡성을 최 화 문제로 변환하

여 여러학습에 의한 인식방법인 신경망을 사용한다. 

(그림 2) WLAN 기반의 센서: Wavelet Neural 

Network를 사용한 치 인식[5]

나. User profile context

입력 상 내에 포함된 사용자의 context 정보인 얼

굴 정보를 인식하기 한 기술 개발을 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얼굴 색상 기반의 얼굴 검

출과 추 , 그리고, 얼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인식

을 과정을 통해 사용자 얼굴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

술을 개발한다. 이를 한 기술 개발 단계는 얼굴 

검출, 추 , 검증, 그리고 인식 단계로 나 어진다. 

제안한 연구에서 얼굴 인식을 과정을 무선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무실의 회원 정보가 사 에 등록되

어 있는 곳에서 얼굴 데이터베이스와의 상 계분

석을 통해 인식 과정을 수행한다. 입력 상을 

watershed 분석을 통해 유사 밝기 값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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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RToolkit를 사용한 증강 실 기술[1]

역으로 분할 한 후, 해당 역에 Skin-color 분석을 

통해 유사한 skin-color를 가진 역들로 병합하고, 

최종 후처리 과정을 통해 얼굴 역을 검출한다.

tracking processface
detector

face regions

process manger

face state analysis

new tracking
face i

tracking face 1
new face

tracking process
creation

old face

update face state table

face state

. . .

(그림 3) 얼굴 인식 과정 개요도[6]

다. Text context

입력 상에서 문자 정보는 검출하기 해 웨이블릿

과 신경망을 통해 문자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상 내에 포함된 자 역의 경계선 부분이 다른 

역들에 비해 격하게 명함도가 변하는 성질을 이

용하여 자를 검출하고 인식하다. 먼  입력 상

에서 격하게 명함도 변화가 발생한 역 검출을 

해 웨이블릿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후보 역을 

검출한 후, 후보 역들을 일정한 크기의 블록의 명

암도 값을 입력하고 하는 신경망 기반의 문자 추출

기[20]를 통해 문자 역을 검출한다. 이 게 검출된 

역들은 후처리과정을 거친 후 템 릿 매칭 과정을 

통해 최종 문자를 인식하도록 한다.

Input image Detecction caption imageMLP detectorWavelet
decomposition

(그림 4) 상 문자 인식 개요도[7]

 2.2 실감 통신을 한 증강 실 기술 개발

상 방과 상 통신에 있어서 라운 이나 LCD화

면에만 국한하여 통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실생활 환경 속에 있는 객체 상에 상 방 상을 

오버 이 하는 증강 실 기술을 개발한다. 이 기술

을 통신 사용자자 미처 인지하는 못한 정보들을 사

용자의 시야에 자연스럽게 첩하는 기술을 개발하

는 것이 주목 이다. 증강 실 기술 개발을 한 단

계는 마크 검출 단계와 상 오버 이 단계로 구성

된다. 증강 실을 한 마크 검출을 3차원상에 존재

하는 카메라의 치에 따른 오버 이 되는 객체의 

크기, 치, 회 등에 한 정보를 사 에 악하기 

한 구심  역할을 하는 객체를 마크라고 하고, 이

를 검출하는 것이 선행 개발되어야할 기술이다. 마

크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는 인 으로 생성한 그림

을 사용하거나 실제 상 내에 존재는 객체는 마크

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마크 검출을 해서는 

마크에 한 특징 정보는 사 에 악하고 입력 

상 내에 문자 검출이나 얼굴 검출과 같은 원리로 마

크 특징 정보 기반의 검출 방법을 개발한다. 본 연

구에서는 마크의 정의를 사각형으로 구성하는 색상

과 특징 인 패턴을 가지는 물체를 정의하도록 한

다. 입력 상에서 마크를 검출한 후 해당 마크에 

응하는 정보는 상에 오버 이 한다. 이때 오버

이 되는 객체가 실제 상과의 바른 정합을 이룰 

때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해당 정보는 취할 수 가 있

다. 이 상 정합 문제는 증강 실에 있어서 요

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ARToolkit[1]을 사용함

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2.3 특징 정보 기반의 에러 은닉 기술 개발

최근 들어 인터넷이나 무선을 통한 비디오 통신의 

응용 분야가  확 되고 있다. 이러한 응용 분야

들에는 원격 화상 회의, 화상 화, 그리고 다른 부

가 가치 서비스들이 있고 이에 한 심이 날로 증

가 되고 있다.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 응용 분야에

서 많은 양의 데이터 송이 필수 인데, 일반 화

망이나 무선 네트워크의 송률이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디지털 비디오 통신 분야에서 이에 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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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

털 무선 통신 분야도 역시 이용 가능한 송률이 제

한되어 있으므로, 낮은 비트률의 부호화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표  부호화 알고리즘인 H.263

은 같은 상의 부호화 압축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송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이동 채 에서 송되는 비

트열은 여러 오류들에 의하여 손상 받기 쉽다. 이런 

이유에서 송 환경에 따른 채 의 오류 특성, 시스

템의 복잡도, 지연, 주 . 객 인 화질의 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 보다 효율 인 송 오류 제어에 

한 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책으로는 우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개산 방법을 용한다. 

(그림 6) 에러 은닉을 한 기술 개발 개요도[4]

3.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양한 상 처리 기술, 착용형 디스

이  멀티 모달 출력 기술  증강 실 실  기술

을 요하는 분야로써, 재의 컴퓨터 련 기술의 발

과 더불어 많은 용 분야가 있으며. 련 기반 

기술의 발 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재 지능형 실

감 멀티미디어 통신을 해서는 먼  네트워크의 

송 속도나 네트워크 속력을 요시 하는 의견이 

두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데이터 송 속도가 

빠르고 수신율이 높다고 해도 이용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질  보장이 없으면 통신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일본에서 i-mode가 폭발 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비록 송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이용자들로부터 환 받는 우수한 상 화질과 향상

된 품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향후 와

이 로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기반의 무선 통신 련 

소 트웨어 기술의 개발  장비 개발이 시장 수요 

변화에 못 따라갈 경우, 련 기술  장비 수입에 

따른 기술 종속  외화 유출이 심각한 상이 두 

될 것이다. 최근의 국내에서도 이동 컴퓨  환경에

서 지상/ 성 DMB 통신과 휴 폰, PDA등의 발

과 더불어 카메라 입력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이러

한 이동 비디오 통신 시스템의 고화질의 화상 송 

서비스는 많은 수요가 상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제안한 연구를 통해 지능형 실감 무선 통신 서비스

의 질 인 향상과 함께 증강 실 기반의 상황인식 

기술의 목으로 더 많은 활용 분야가 있으며, 국가 

기반 기술인 IT893 략의 기술 발 에도 큰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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