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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2개의 포즈(위치 및 회전) 추적 센서를 사용하여 마네킹 모델위에 3차원의 가상

인체를 증강하는 모바일 증강 가시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증강 가시화를 위해 사용된 종
래의 카메라 트래킹 기술은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떨림이나 빠른 이동시 카
메라의 포즈 계산에 실패하는 단점이 있으나, 바이브 트래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증강하고자 하는 객체인 마네킹의 위치가 바뀌거나 회전을 하게 되더라
도 마네킹에 부착된 포즈 추적 센서를 사용하여 증강 가시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카메라 트래킹을 위한 부하가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mobile augmented visualization technology that augments a

three-dimensional virtual human body on a mannequin model using two pose(position
and rotation) tracking sensors. The conventional camera tracking technology used for
augmented visualization has the disadvantage of failing to calculate the camera pose
when the camera shakes or moves quickly because it uses the camera image, but using
a pose tracking sensor can overcome this disadvantage. Also, even if the position of the
mannequin is changed or rotated, augmented visualization is possible using the data of
the pose tracking sensor attached to the mannequin, and above all there is no load for
camera tracking.

Keywords : Vive tracker(바이브 트래커),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Mobile augmented
reality(모바일 증강현실), 이기종 좌표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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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강현실은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실사의 영상

과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영상을 정합하

여 사용자에게 부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때 실제 객체와 가상의 영상에서 만들어진 객체

가 얼마나 오차 없이 정합 되는지는 증강현실을

평가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증강현실에서 정

합되는 두 영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변화하는 카메라 포즈(위치 및 회전)에 대한 정확

한 추적이 필요하다.

증강현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추적 기술은 초

기엔 카메라 영상에서 마크를 인식하고,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마크의 모양을 기반으로

카메라 포즈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2008년 공간인식 기반 트래킹 기술인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을 사

용한 PTAM과 ORB-SLAM이 소개되면서 비마커

기반 카메라 추적 기술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1,2,8]. 공간인식 기반 트래킹 기술 초기에 단일

카메라를 사용하였으나[2,7,16,17] 카메라 트래킹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였

다[8,9,18]. 이후 카메라 영상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내장된 IMU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카메라의 포

즈를 트래킹하는 VIO(Visual Inertial Odometry)

기술을 사용한 모바일 트래킹 기술이 2017년 출시

되었다[3,4,5,6]. 2017년 애플은 IOS에서 구동되는

VIO 기반 증강현실 엔진인 ARKit을 출시하였고,

2018년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 동작하는 증강현실

엔진 ARCore를 출시하였다[10,11]. 최근에는 증강

현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실사 영상에 대

한 깊이맵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12,13].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카메라 트래킹

기술은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움직임이 빠르게 되면

트래킹이 안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증강하고자 하

는 대상 물체의 변화가 적고, 고정된 실사 객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는 적합하나, 움직이는 실사 객

체의 위치를 트래킹하여 증강영상을 생성하기엔 힘

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마네킹 객체에 가상의 3차원 인체 정보를 증강하

기 위해서 포즈 추적 센서 장치인 바이브 트래커

를 활용한 모바일 증강 가시화 기술에 대해서 소

개한다.

2. 본 론

2.1 포즈 추적 센서 활용 모바일 트래킹

시스템 구성

[Fig. 1] Mobile Tracking System Configuration 

[Fig. 1]은 모바일 트래킹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다. 모바일 트래킹 시스템은 바이브 트래킹 시스템

과 모바일 증강 가시화 시스템 2개로 구성되어진

다. 바이브 트래킹 시스템은 발에 부착된 바이브

트래커와 모바일 단말에 부착된 바이브 트래커의

포즈를 추적하여 모바일 증강 가시화 시스템에 전

달한다. 모바일 증강 가시화 시스템은 바이브 트래

킹 시스템에서 전달받은 트래커의 포즈 데이터를

사용하여 증강 영상을 생성한다. 모바일 증강 가시

화 시스템에서는 모바일 단말의 포즈 추적을 위해

서 모바일 단말에 바이브 트래커를 부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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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ig. 2]는 모바일 증강 가시화 시스템의 하

드웨어 구성을 보여준다.

[Fig. 2] Mobile augmented visualization system 
hardware configuration

[Fig. 3]는 마네킹 발에 부착된 바이브 트래커의

포즈 데이터를 반영하여 실사 영상에 증강 가시화

되는 3차원 가상 인체 모델 데이터를 보여준다. 마

네킹 발에 부착된 바이브 트래커의 움직임과 동기

화를 위해 3차원 마네킹 모델의 좌표축 중심을 마

네킹의 왼쪽 발바닥으로 설정하였다.

[Fig. 3] 3D virtual human body model in Unity3D

2.2 시스템 좌표계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좌표계 시스템(바이브

트래커 좌표계, 모바일 디바이스 좌표계)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좌표계를 최종적으로

바이브 좌표계로 통합하여 사용하는데, 통합을 위

해서는 모바일 단말에 부착된 바이브 트래커로부터

모바일 단말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까지의 상대 포

즈가 계산되어야 한다. 바이브 트래커의 좌표계는

왼손 좌표계를 사용하였고, 실세계의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을 Y축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지면

바닥은 XZ평면으로 구성되어진다.

모바일 디바이스 좌표계는 시스템 좌표계 통합

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좌표계로 모바일 디

바이스에 부착된 바이브 트래커가 모바일 디바이스

에 부착된 카메라로부터 상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좌

표계를 위해서 뷰포리아의 마커 인식 기술을 사용

하였다[14]. 이 때문에 마커가 놓여진 지면 바닥

공간이 XZ평면을 이루고, 지면의 수직인 실세계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이 Y축으로 구성되는 왼손

좌표계가 사용된다. [Fig. 4]은 탱크 이미지 마커를

사용한 모바일 좌표계를 보여준다.

[Fig. 4] Marker based mobile coordinate

2.3 시스템 좌표계 통합

모바일 단말에 부착된 바이브 트래커를 사용하

여 증강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단말에

부착된 바이브 트래커와 카메라의 상대 포즈(Mtc)

를 알아야 한다. 카메라와 바이브 트래커의 상대

포즈(Mtc)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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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wo coordinate system transformation 
process

Mc = Mmv * Mt * Mtc --------- (1)

Mc: 모바일 디바이스 좌표계(모바일 기준축)상

에서의 카메라의 포즈값

Mmv: 모바일 디바이스 좌표계를 바이브 트래커

좌표계로 변환하는 변환 매트릭스

Mt: 바이브 트래커 좌표계(Vive 기준축)상에서

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부착된 Vive 트래커 포즈값

Mtc: 바이브 트래커와 카메라의 상대 포즈값

[Fig. 5]는 두 좌표계의 변환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수식 (1)은 아래의 수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Mc - Mmv * Mt * Mtc = 0 ------ (2)

수식 (2)에서 Mc는 퓨포리아 마커 인식 시스템

을 통해 계산되어지는 값이고, Mt는 바이브 시스

템에 의해 계측되어지는 값으로 두 값은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값이다. 모바일 좌표계에서 바이

브 좌표계로 변환하는 Mmv와 바이브 트래커와

모바일 카메라의 상대 포즈값 Mtc는 회전과 위치

에 대한 6개의 변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위의 수

식(2)는 총 12개의 변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만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두 좌표계는 모두 지

면 바닥을 XZ평면으로 하기 때문에 두 좌표계의

변환 매트릭스 값인 Mmv는 Y축에 대한 회전 값

만 고려하면 되고, 이 때문에 Mmv는 4개의 변수

값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위의 수식 (2)는 총

10개의 변수로 구성되어진다.

위의 수식 (2)를 풀기 위해 모바일 단말기의 위

치 및 방향을 달리하면서 7~10개의 데이터값(바이

브 트래커 포즈값, 퓨포리아 카메라 포즈값)을 측

정하였다. 측정된 값들을 이용하여 위의 수식 (2)

의 좌변의 절대치를 최소화하는 해를 구함으로써

트래커와 카메라의 상대 포즈 매트릭스 값을 계산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트래커와 카메라의 상대 포

즈 매트릭스 값을 구할 때 회전값을 먼저 계산하

고, 이후 위치 값을 계산하였다. 회전과 위치를 구

분하여 따로 계산하게 되면 한번 계산시 사용되는

변수의 개수가 최대 6개를 넘지 않게 되어 더 효

율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마네킹과 3차원 인체 모델을 정

합하기 위한 포즈 추적 센서로 바이브 트래커를

사용하였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부착된 바이브 트

래커와 모바일 디바이스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의

상대 포즈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이 과정은

바이브 트래커가 고정되어 있다면 한번만 계산하면

되고 이후 바이브 시스템이나 모바일 시스템이 초

기화되거나 움직이더라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었

다. 또한 마네킹의 위치를 옮기거나 회전을 시키더

라도 추가 작업 없이 실사의 마네킹과 가상의 인

체 모델을 정합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갤럭

시 탭 S6 기종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실

험하였고, 바이브 트래킹 시스템은 Vive Pro를 사

용하여 실험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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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ugmentation result of 3D coordinate 
model and vive tracker

[Fig. 6]은 RGB 화살표로 표시되는 가상의 3차

원 객체와 실세계의 바이브 트래커를 정합한 결과

화면으로 통합된 좌표계의 정확도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합의 정확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약 30초 동안 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을 이

동하며 캡쳐된 증강 영상에 대하여 실제 바이브

트래커의 위치와 가상의 바이브 트래커 위치의 차

이를 계산하였다.

[Fig. 7]은 정합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

는 그림으로 정합 오차는 실제 바이브 트래커위치

(a)와 가상의 바이브 트래커 위치(b)의 차이로 정

의될 수 있다. [Fig. 8]는 정합오차 계산에 사용된

이미지 시퀀스 중 일부를 보여준다.

[Fig. 7] Registration error definition

[Fig. 8] Images for calculating registration error

VGA 해상도 기준 실제 바이브 트래커와 가상

의 바이브 트래커 정합 오차(픽셀 단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frame
실제 트래커
위치(a)

가상 트래커
위치(b)

정합 오차

u v u v du dv
30 335 166 323 168 12 2
60 284 141 276 141 8 0
90 299 143 284 147 15 4
120 316 136 295 139 21 3
150 311 136 295 139 16 3
180 291 98 276 98 15 0
210 270 95 260 94 10 1
240 266 68 255 66 11 2
... ... ... ... ... ... ...
1020 289 136 273 138 16 2

total du = 339, total dv = 160
average du = 9.97, average dv=4.7

[Table 1] Registration error in pixels

[Fig. 9]는 마네킹의 발에 Vive 트래커를 부착

한 후 마네킹과 3차원 인체 근육 모델의 정합한

결과 화면이다. 3차원 인체 모델은 마네킹의 정면

과 측면 두 개의 영상을 바탕으로 표준 근육모델

을 변형해서 마네킹의 체형에 맞게 제작했다.

[Fig. 9] Augmentation result of mannequin and 3D 
human muscle model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개의 포즈 추적 센서(바이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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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를 활용하여 실사의 마네킹에 가상의 3차원

마네킹 영상을 정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

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영상을 사용한

증강현실의 경우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으로

부터 ORB 혹은 Surf 등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추

출된 특징점의 매칭을 통해 매칭되어진 특징점을

이용해서 카메라 포즈를 계산하는데 많은량의 이미

지 처리 연산이 필요한 단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바이브 트래킹 하드

웨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바이브 트래커

의 포즈(Mt)와 시스템 전처리 과정에서 구해진 바

이브 트래커와 카메라 렌즈의 상대 포즈값(Mtc)을

곱하여 모바일 단말의 카메라 포즈를 계산할 수

있어 카메라 트래킹을 위한 연산량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예로 종전의 ORB-SLAM의 경우

Tracking 단계를 수행하는데 평균 30.57ms의 수

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2].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이브 트래커를 사용하여

모바일 증강 가시화 기술은 정합하고자 하는 객체

의 위치가 이동하거나 회전이 되어도 객체에 부착

된 바이브 트래커 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정

합이 가능하다. 또한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여 카메

라 트래킹을 하지 않아 조명의 밝고 어두움에 영

향이 없고 특히 카메라의 빠른 움직임과 흔들림으

로 인한 카메라 영상의 선명도가 떨어지더라도 정

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바이브 트래

커가 트래커를 추적하는 센서로부터 가리워지면 추

적이 불가능하고, 바이브 트래커 센싱이 가능한 공

간이 최대 5m x 5m로 제한된 공간에서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즈

추적 센서 장치로 바이브 트래커를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술을 사용한다면 동작 캡쳐

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OptiTrack 장치를 활용한

모바일 증강 가시화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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