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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2017 환영사
당신은 가상세계로 가는 다리 위에 서 계신가요? 올해는 “Bridge to Virtual World”라는
주제로 회원 여러분을 만납니다. 다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을 연결해 주는 물리적이고
추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실현해 내고자하는 가
상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견인차로 가상현실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 한국컴퓨터그
래픽스학회 회원 여러분들께는 그저 묵묵히 걸어가던 먼 길의 한 단면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KCGS 학술대회는 1993년에 저희 학회가 설립된 이후 끊임없이 유지되면서 많은 그래픽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매년 컴퓨터그래픽
스를 전공한 국내 학계 및 연구계의 전문가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최신
연구동향을 토의하고 개발 결과를 공유하며 컴퓨터그래픽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목표했던 논문편수를 조기에 달성했으며, 작년보다
17편이 더 늘어서 (2016년에도 전년대비 18편 증가) 구두발표 41편, 포스터발표 41편의 논문
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작년과 같이 14편의 정규논문들은 등재논문지인 컴퓨터그래픽스학회
논문지 특집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작년부터는 학술대회 논문지를 인쇄하지 않고 모바일 웹
형태로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여러 명의 저명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컴퓨터그래픽스 및 유관분야의 첨단 기술들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
는 분들을 모셔서 정부의 그래픽스 관련 R&D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컴퓨터그래픽스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에게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여름학교에 올해도 많은 일반인/학생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과 Deep Learning분야에 급증하는 관심을 반영하여 여름학교 특별 강연진을
구성하였으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짧은 시간동안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행사는 작년에 저희 학회와 MOU를 체결한 (사)한국컴퓨터그래픽산업협의
회 (회장 김재하 교수)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적, 질적인 면에
서 매우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협의회 임원 및 NIPA관계자들에
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저희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사 관계자 분들에게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넥슨 NXC, NVIDIA, 소비코, 덱스터, KAI, VIZINF등 많은 기업
들이 후원을 해주셨으며, 세종대학교 모바일 가상현실 연구센터와 이화여자대학교 그래픽스
연구실에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조직위원 여러분과 논문모집 및 특별강연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프로그램위원님들, 그리
고 여름학교 준비위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큰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학술대회에 참여를 결정해주신 저희 학회의 회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공부하고, 토론하고, 쉬고, 즐기다 돌아가실 수 있는 학회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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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강원대학교), 김종현 (강남대학교), 김주섭 (서강대학교),
김진모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준용 (KAIST), 문보창 (GIST),
박경주 (중앙대학교), 박상일 (세종대학교), 박상훈 (동국대학교),
박진아 (KAIST), 백낙훈 (경북대학교), 성준경 (고려대학교),
손봉수 (중앙대학교), 오경수 (숭실대학교), 유민준 (뉴욕대학교),
윤경현 (중앙대학교), 윤성의 (KAIST), 윤승현 (동국대학교),
이성희 (KAIST), 이윤상 (광운대학교), 이윤진 (아주대학교),
이인권 (연세대학교), 이정 (한림대학교), 이제희 (서울대학교),
이지은 (조선대학교), 이혜영 (홍익대학교), 이환용 (아주대학교),
정규만 (대구대학교), 정원기 (UNIST), 조성현 (DGIST),
최유주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한정현 (고려대학교)

목

차

초청강연
Local Regression based Denoising for Ray Tracing

2017.07.12(수) 14:50-15:35

문보창 (GIST) ················································· ······································································· ····························· 1
Intelligent Photography

2017.07.12(수) 15:35-16:20

조성현 (DGIST) ······· ························································· ·························································· ························ 2
미래부 디지털 콘텐츠의 2018 기획 방향

2017.07.13(목) 11:40-12:00

이정준 (미래부) ··············· ······················································ ······················································ ······················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CG 기술의 응용

2017.07.13(목) 13:00-13:45

김익재 (KIST) ········· ············································································································································· 4
Generation of Digital Contents with Motion Capture and Editing

2017.07.13(목) 13:45-14:30

김종민 (강원대) ··············· ······················································ ······················································ ······················ 5
CT R&D 현황과 이슈

2017.07.13(목) 14:50-15:15

정지홍 (문체부) ··············· ······················································ ······················································ ······················ 6

후원기관 초청 강연

2017.07.13(목) 15:15-16:15

넥슨컴퓨터박물관
최윤아 (넥슨컴퓨터박물관) ············· ··············································· ·············································· ··················· 7
Instancing Pipeline for VFX/Animation
최완호 (Dexter Studios) ··············································· ·························································· ························· 8
Optimized Representation of Panoramic Contents
이정진 (KAI) ··· ····························································· ····························································· ·························· 9
HoloLens를 활용한 AR 콘텐츠 기술 개발
박성배 (비즈아이엔에프) ················· ····························································· ················································· 10

석사논문상 후보자 발표

2017.07.12(수) 16:30-17:00

김명곤 (고려대학교) ··············· ······································································ ························································ 11
정선진 (KAIST) ·········· ············································································································································· 12

신진연구자상 후보자 발표

2017.07.12(수) 17:00-18:00

백승환 (KAIST) ·········· ············································································································································· 13
임재호 (고려대학교) ··············· ······································································ ························································ 14
황재평 (한양대학교) ··············· ······································································ ························································ 15

논문발표 1: 이미지

2017.07.12(수) 13:00-14:40

양안 영상의 디스패리티 맵 엔트로피 계산을 통한 스테레오 정합 후처리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개선 ······ 17
김범준, 신병석 (인하대학교)
리파인드 트라이맵을 사용한 분할 정복 방법을 기반으로 한 고해상도 이미지 매팅 ·························· 19
박현우, 한동훈, 이원섭, 고형석 (서울대학교)
합성곱 신경망 기반 맨하탄 좌표계 추정 ······································ ························································ ·· 특별호
이진우 (국민대학교), 이현준 (인텔 코리아), 김준호 (국민대학교)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수평 보정 ·········································· ·································································· ·· 특별호
홍은빈, 전준호 (포항공과대학교), 조성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승용 (포항공과대학교)
360 영상으로부터 텍스트 정보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사진 생성 ················ ··················· ·················· 특별호
김범석, 정진웅, 홍은빈 (포항공과대학교), 조성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승용 (포항공과대학교)
논문발표 2: 애니메이션

2017.07.12(수) 13:00-14:40

항공로를 운항하는 비행 물체의 운동 모델 추정 ·························································································· 21
이창민, 박경주 (중앙대학교)
제한된 환경 속에서 휴머노이드를 위한 인터랙티브 모션 리타겟팅 ···················· ··························· · 특별호
남하종, 이지혜, 최명걸 (가톨릭대학교)
다양한 체형 및 포즈의 인간 형상에 대한 해부학적 특징점 추정 기법 ·················································· 23
장덕경, 이성희 (한국과학기술원)
타당성 예측자를 가진 접촉그래프를 이용한 다 접촉 이동동작 생성 ······················································ 25
강창구 (광주과학기술원), 이성희 (한국과학기술원)
자동 타임 워핑에 기반한 온라인 궤적 최적화 ··································· ·················································· · 특별호
한다성 (한동대학교), 노준용, 신성용 (카이스트)
논문발표 3: 모델링

2017.07.13(목) 09:00-10:00

삼각형 메시에서 사각형 메시까지의 하우스도르프 거리 계산 ·································································· 27
강윤구, 김명수 (서울대학교)
표면 레이아웃 입력을 이용한 육면체 메시 생성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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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시선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 ··········· 특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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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Tangible Space ································ ····························································································· ··· 특별호
고희동, 서대일, 유병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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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Local Regression based Denoising for Ray Tracing
문보창 교수
GIST
강연 내용
Monte Carlo ray tracing (e.g., path tracing)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rendering method, as
this technique is able to simultaneously synthesize photorealistic rendering effects such as motion
blur, depth-of-field, and global illumination.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approach is that it
requires tremendous rendering time until it converges to a ground truth solution (or even visually
pleasing image). In practice, this usually produces a noisy image stemming from Monte Carlo
integration of random samples. In this talk, I will introduce recent local regression based denoising
approaches which get rid of the random noise effectively while preserving sharp features (i.e., image
edges). This new approach allows us to improve performance of Monte Carlo rendering significantly
(e.g., more than an order of magnitude) for a variety of complex scenes.

강연자 이력
1)

Education
2010.02 – 2014.08: Ph.D in Computer Science at KAIST (advisor: Sung-Eui Yoon)
2008.02 – 2010.01: MS in Computer Science at KAIST (advisor: Sung-Eui Yoon)
2004.03 – 2008.02: B.S. in Computer Science at Chung-Ang University

2)

Professional Experience
2016.09 – present: Assistant professor at GIST
2014.10 – 2016.07: Post Doc at Disney Research (based on Edinburgh)
2014.09 – 2014.10: Post Doc at KAIST
2011.06 – 2011.09: Research Intern, Adobe

3)

Professional Activities
Associate Editor of Visual Computer (2016.09 – present)
Program Committee of EGSR 2017
Reviewer for ACM SIGGRAPH, ACM SIGGRAPH ASIA,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IEEE TVCG,
Pacific Graphics, Visual Computer, etc.

4)

Research Interests
Photo-realistic

rendering,

cache-coherent

algorithms

for

ray

tracing,

sampling

and

reconstruction for Monte Carlo ray tracing, real-time rendering, realistic rendering in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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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Intelligent Photography
조성현 교수
DGIST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강연 내용
To overcome physical limitations of traditional cameras and enable new imaging applications,
computational photography has emerged. Computational photography combines photography with
computational algorithms such as image processing, computer vision, and graphics algorithms. Such
computational photography algorithms have significantly expanded the capability of camera. In this
talk, I will provide a review of some of my past research projects in computational photography
including

image/video

deblurring,

lowering

the

barrier

of

capturing

photographs,

and

understanding images and users. I will also present possible future directions.

강연자 이력
Sunghyun Cho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DGIST. Before joining DGIST, he worked for Samsung
Electronics from April 2014 to April 2017, and worked as a post-doctoral research scientist at Adobe
Research in Seattle from March 2012 to March 2014. He received his Ph.D. in Computer Science
from POSTECH in Feb. 2012, and B.S. degrees in Computer Science, and in Mathematics from
POSTECH in 2005. He spent six months in Beijing in 2006 as an intern at Microsoft Research Asia,
and also spent four months in Seattle in 2010 as an intern at Adobe Research. In 2008, he was
awarded Microsoft Research Asia 2008/09 Graduate Research Fellowship Award.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mputational photography, image/video processing, computer vision, computer
graphic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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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2018 디지털 콘텐츠의 중장기 로드맵
이정준 디지털콘텐츠 CP
미래부

강연 내용
본 강연에서는 2017년 7월에 공고된 가상증강 국가전략과제에 대한 소개 및 2018년 미래부 디지
털콘텐츠 분야의 중장기 R&D 로드맵에 대해서 소개한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R&D 분야 준비 동
향을 바탕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위치와 향후 투자방향에 대해서 소개한다.

강연자 이력
2017.4 -

가상증강 국가전략과제 사업단장

2016.1 -

미래부 / IITP 디지털콘텐츠 CP , 미래성장동력 실감형콘텐츠 단장

2001.9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04.9 - 2005.2

ETRI 방문연구원

2000.9 - 2001.8

아라기술㈜ 수석연구원

1992.3 - 2002.2

KAIST 전산학과 석사 / 박사

1994.9 - 1998.8

KAIST 첨단정보기술연구소 연구원 / DBA

1988.3 - 1992.2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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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CG 기술의 응용
김익재 박사
KIST

강연 내용
CG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VFX 분야 및 게임 콘텐츠 분야를
넘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 및 증강현실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대에서
더 나아가, 최근 국가연구소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CG 기술을 활용한 의료분야, 안전보안 분야, 노령화 문제해결 등으로 확대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CG 기술의 범죄 수사 및 실종아동 찾기 등 구체적인 사회 문제 해
결에 응용되는 사례를 통해, 그 확대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강연자 이력
주요 이력
(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단장
(현)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UST) HCI및로봇공학 전임교수
(현)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HCI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가상수술학회 이사
(현)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성과평가위원
(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미디어랩 박사후 연구원
주요 수상
미래부 장관 표창 2015년, 2016년
KIST인 대상 2016년
출연연 10대 우수기술상 2015년
학력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연세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관심분야
영상 기반 모델링 및 렌더링, 패턴 인식, 가상/증강현실, Ag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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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Generation of Digital Contents with
Motion Capture and Editing
김종민 교수
강원대학교 IT대학 컴퓨터과학과

강연 내용
Visualizing realistic character animation is important to make the audience feel sympathy and
empathy about the animation feature and VFX films. When it comes to my research, it is mainly
about the real-time motion capture and interactive editing of human motion to generate the realistic
digital contents. As a computer graphics scientist, my research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user inputs and character animations. How can we accurately capture the human motion
with various types of motion capture system? How can we interactively and efficiently manipulate
the human motions in the cluttered environments? How are we able to apply those techniques to
different other research areas (i.e., medical science, robotics, etc.). This talk will introduce the
audience to the cutting-edge motion capture and editing systems using the up-to-date deep
learning frameworks and numerical methods. I will also briefly give the audience the introduction
about the medical science researches with computer graphics techniques.

강연자 이력
Jongmin Kim earned a BS in EECS at KAIST, Korea, in 2006, and a PhD in EE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4. He wa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Embedded Software at
Hanyang University in 2015. He was a mocap software developer at Weta Digital (Weta Digital is
the academy award winning visual effects company behind Avatar, Lord of the Rings, King Kong,
Jungle Book) in 2016. He joined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7.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mputer graphics, character animation, deep learning,
and numerical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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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CT R&D 현황과 이슈
정지홍 문화기술 PD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연 내용
문화체육관관부 R&D 현황에 대한 소개와 CT R&D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과제 유형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고 발전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강연자 이력
Dr. Jihong Jeung was the Vice President of UX design (for service applications and wearable devices)
at Samsung Electronics. Before entering Samsung, he had been a professor at Interaction Design
Lab in Techno Design School, Kookmin University for more than 10 years. Moreover, he was a
president of HCI society of Korea and a board member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He was
a visiting professor in Sun-yat Sen Univ. and guest professor GAFA, in China.

Professional Experience
2015.09 -

PD CT R&D (Program Director of Culture Technology R&D) KOCCA MCST

2015.02 – 2015.08

Professor in SADI (Samsung Art and Design Institute)

2010.08 - 2014.12

Vice President of UX Design, Mobile Division at Samsung Electronics

2000.03 - 2010.07

Associate Professor in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1999.03 - 2000.02

CEO of Manual Bank

1993.03 - 1999.02

Full-time Lecturer in College of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1989.02 - 1995.02

CEO of Vision Computer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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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관 초청강연

넥슨컴퓨터박물관
최윤아 관장
Nexon Computer Museum
ahha@nxc.com

강연 내용
넥슨컴퓨터박물관은 2013년 7월 27일 개관한 아시아 최초의 컴퓨터박물관으로 인류의 삶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킨 ‘컴퓨터’와 그 발전에 기여해 온 ‘게임’의 역사를 함께 조망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 등 총 4개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
퓨터와 게임의 역사에 관한 6천 9백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천 800여점의 소장품을
전시 중이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관람객의 참여로 변화하는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소장품
의 대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96년 넥슨이
개발한 세계 최장수 그래픽 MMORPG인 <바람의나라>의 초기 버전을 복원하여 공개하고 있다.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가상공간에서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
는360 버추얼 뮤지엄을 운영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 도민을 위한 ‘NCM 어린이자문단’, ‘어린이융합워크숍 HAT’, ‘오픈 워크숍’ 등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밀착형 박물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6년부터
‘NCM OPEN CALL’ 공모전과 ‘NCM Accelerator Project’를 통해 VR/AR/MR 콘텐츠 작가들을 위한
도전의 장을 마련하여 실험적이고 새로운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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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관 초청강연

Instancing Pipeline for VFX/Animation
최완호 연구소장
Dexter Studios
zelosdev@gmail.com

강연 내용
디지털로 자연 환경을 제작하는 것은 최근 VFX 및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
다. 디지털 자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인스턴싱(instancing) 제작 공정입니
다. 헐리우드의 VFX 및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들은 저마다 효율적인 인스턴싱(instancing) 제작 공
정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 자연 환경 제작 공정의 세계적인
추세와 Dexter Studios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간
략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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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관 초청강연

Optimized Representation of Panoramic Contents
이정진 연구이사
KAI
jj.lee@kaistudio.co.kr

강연 내용
최근 디지털 이미지 기술의 발전으로 파노라믹 콘텐츠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방법이 단순화되고
있다. 하지만, 파노라믹 콘텐츠는 카메라의 물리적인 한계, 막대한 데이터의 양, 다양한 상영 환경
으로 인해 고품질 미디어로써 발전하고 보급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KAI는 기 상
용화된 극장용 파노라믹 상영 시스템 ScreenX, 효과적으로 고품질 파노라믹 영상을 생성하고 재
생할 수 있는 VR 기술의 사례를 통해 컴퓨터그래픽스 기술이 파노라믹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하
는 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기술들이 한정된 환경에서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중인 KaiCast와 Rich360을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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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관 초청강연

HoloLens를 활용한 AR 콘텐츠 기술 개발
박성배 과장
비즈아이엔에프
sbpark11@vizinf.com

강연 내용
비즈아이엔에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홀로렌즈(HoloLens)를 활용한 AR 콘텐츠 기술 개발 및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홀 로렌즈를 활용한 AR 콘텐츠
관련 기술과 체험자 또는 가상 객체를 실시간 자동 트 래킹 할 수 있는 스펙테이터 뷰(Spectator
View) 시스템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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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석사논문상 후보
김명곤(Myoung Gon Kim)

godjilla@kroea.ac.kr

김명곤(영어: Myoung Gon Kim, 1990년 7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이다. 2009년에 고려대학
교 컴퓨터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컴퓨터 그래픽스와 인터랙티브 콘
텐츠에 흥미를 갖고 공부하였다. 2016년에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같
은 해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석박통합과정으로 진학하였다.
이 후보는 가상현실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IVE)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큰 관심을 가졌다. IVE 내에서의 이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으며, 특히 미소중력 시스템에서 수직 방향으로의 점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실
제 점프 높이보다 좀 더 높게 뛰거나, 좀 더 낮게 뛴 것 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해당 연구를 2017년 IEEE Virtual Reality에 “Scaled Jump in Gravity-Reduced
Virtual Environments”라는 제목의 full paper로 투고하였으며, 이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에 binding 되었다.
2017년 이후 IVE내에서 제스처를 활용한 mid-air manipulation 기법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다양한 기법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실험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미소중력 시스템

그림 2: 미소중력 시스템에 사용된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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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석사논문상 후보
정선진 (Jung, Sunjin)

sunjin225@kaist.ac.kr

정선진 (Jung, Sunjin, KAIST, 1993. 2. 25~)은 현재 KAIST 문화기술대
학원 Visual Media Lab의 박사 과정 학생이다. 2015년 2월 아주대학
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7년 2월 KAIST Visual Media Lab
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석사 기간 중 두 편의 국제 논문 출판에
주/공저자로 기여하고, 국책 과제 실무 책임자 등 다방면에서 성과
를 내었다. 학부 과정 중 단편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석사 과정 동안 사용자가 보다 쉽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석사 2학기가 끝날
무렵, 연구실 선배를 도와 3차원의 복잡한 캐릭터의 움직임을 간단한 스케치를 통해 직관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인 SketchiMo: Sketch-based Motion Editing for Articulated Characters (ACM
TOG 2016)를 함께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진하
고, 사용자 관점의 유저테스트를 진행하여 피드백을 분석하였다. 그 후,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에 관해 더욱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여, 생체 역학적 관찰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령에 따른 캐릭터
의 보행 동작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인 Age-related Gait Motion Transformation based on
Biomechanical Observations(CAVW 2017, 그림1)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주 저자로서 연구실 선
후배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는 국제 학
회인 ‘Computer Animation and Social Agents(CASA) 2017’에서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감성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캐릭터의 사실적인 대화 애니메이션 생성 기술’ 연구의 실무 책임자로서
프로젝트를 이끌며 얼굴 애니메이션으로 연구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연구 활동 이외에도 연구
실의 부 대표로서 뛰어난 리더십까지 보여주어, 앞으로의 박사 과정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크게
기대된다.

그림 1: Age-related Gait Motion Transformation based on Biomechanical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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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진연구자상 후보
백승환(Seung-Hwan Baek)

shwbaek@gmail.com

백승환은 KAIST 전산학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다양한 광학 현상과 수학적 최적화 기술을 이용한 computational
imaging system 및 application 개발과 실제 세상의 시각적 분석
에 기반한 computational photography 이다. 그는 2013년도에 서
강대학교로부터 Magna Cum Laude로 컴퓨터공학 학사를 수여하
였고, 2015년 KAIST 전산학과에서 우수 석사 논문상을 받으며 석
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2016 NAVER Ph.D. Fellowship, 2016 KAIST 대표 10대 연구, 2014 ACCV
최우수 응용 논문상과 최우수 데모 상을 수상하였다.

Birefractive stereo
[TOG
(SIGGRAPH Asia)
2016]

Stereo fusion
[ACCV 2014 (oral),
CVIU 2016]

Multiview image completion
[CVPR 2016]

RGB image

Depth map

Compact 3D endoscope
[OE 2016]

Refocusing result

그림 1: 다양한 광학적 현상을 이용한 깊이 측정 computational imaging 시스템과 깊이 정보를
고려한 computational photography 알고리즘. 물체의 깊이 (depth) 정보를 이용하여 초점 수정
과 이미지 수정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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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진연구자상 후보
임 재 호 (Jaeho Im)

jaeholim@korea.ac.kr

학력
학사 (2010 년):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디어학부
석사 (2012 년):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2017 년):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논문 : Visual Simulation of Freezing Phenomenon
연구성과
 Visual Simulation of Rapidly Freezing Water based on Crystallization
-

Computer Animations and Virtual Worlds ( CASA 2017, Best Paper Award )

 An optimized real time algorithm for window frost formation suited to mobile devices
-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MTAP) 2017

 Visual simulation of fire-flakes synchronized with flame
-

The Journal of Visual Computer ( CGI 2017 )

 Subtle features of ice with cloudy effects and scratches from collision damage
-

Computer Animations and Virtual Worlds ( CASA 2016, Best Paper Award )

 A Particle-Grid Method for Opaque Ice Formation
-

Computer Graphics Forum ( Eurographics 2013 )

-

KCGS 2013 석사 논문상

연구내용
얼음, 불똥과 같은 자연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반의 모델링 기법을 연구하였다. 자연
현상 모델링을 크게 사실성과 효율성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추적하여 얼음 내부의 불투명한 영역을 만들어 내거나, 불의
움직임에 따른 불똥의 모션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사실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디자이너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고안하여
효율성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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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진연구자상 후보
황재평(Hwang, Jaepyung)

yapyungih@gmail.com

황재평(Jaepyung Hwang, 1982년 10월 14일 ~ 현재)은 사람이나 동
물의 움직임에 매료된 사람이다. 그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개
발하고 싶어 한양대학교의 로봇 지능 및 제어 연구실에 지원하였다.
석사 기간 동안 확률 모델을 이용하여 물체를 잡거나 요리를 하는 동
작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사 진학을 앞두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는데, 머신 러닝 기법들을 이용한
캐릭터 동작을 만드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는 적지 않았
다. 모션 캡처, 캐릭터 모델 정의, 물리 엔진, 렌더링 엔진 등등 연구 전에 알아야 하는 기술들이
너무 많았다. 2년 간 컴퓨터 그래픽스 기본 공부와 알고리즘 등에 대한 공부 끝에 두 개의 역 진
자 모델을 이용하여 두 캐릭터가 상호작용하는 동작을 생성하는 연구가 Best paper candidate에
오르면서 Pacific Graphics 2014에 발표하게 된다. 이후 논문을 쭉쭉 뽑아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논문 제출 때 마다 연이은 논문 거
절(reject)은 그를 겸손하게 하는 데에 충분했다. 계속되는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2년이
흐르고, IROS2016에 물체를 조작하는 동작을 계획하는 기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에
이어 2년간 패배의 쓴 맛을 보던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연구가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에 개제되고, 이를 계기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된다.
현재에도 그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연구에 대한 흥미를 갖고 기존 연구의 확장 연구로써 보행 동
작과 물체 조작 동작을 생성하는 연구뿐 아니라 로봇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 1: 로봇과 캐릭터 모델을 이용한 연구 실적에 따른 결과에 대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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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영상의 디스패리티 맵 엔트로피 계산을 통한
스테레오 정합 후처리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개선*
김범준0, 신병석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kingpig9034@gmail.com0, bsshin@inha.ac.kr

Parameter enhancement of stereo matching post-processing algorithm
using the disparity map entropy
Beom-Jun Kim0, Byeong-seok Shin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Inha University

요약

패리티 맵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스테레오 정합(Stereo Matching)은 양안 영상의 디스패
리티 맵(Disparity map)을 이용해 화면에 존재하는 물
체의 깊이를 구하는 기술이다. 최근 딥러닝의 발전에 따
라 디스패리티 맵의 품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나 로봇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연산량을 요
구한다. 여기서는 속도와 품질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과, 출력된 디스패리티 맵을 필
터링하여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필터링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시간 어플리케이
션에서 좋은 품질의 디스패리티 맵을 얻을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Semi Global Matching
픽셀의 차이를 이용해서 영상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s)기반 블록 비교 알
고리즘은 두 영상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한다. 블록의 비용을 이용하여 블록의 유사도를 계
산하기 때문에 좌/우 영상의 차이가 큰 경우 많은 탐색
비용이 들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SGM 알고리즘은 두 영상의 유사도를 비교하기위해 영
상을 그리드로 나누어 비교한다. 그리드의 레이블링을
위해, 계산된 픽셀의 비용을 따라 1차원 동적 프로그래
밍 방식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갖는 경로를 계산하여 이
것을 그리드의 라벨로 사용한다. 그 중 최소 비용을 갖
는 상대 그리드를 디스패리티 그리드로 결정한다. 이 계
산을 통해 평탄한 디스패리티 맵을 만들 수 있다. 그리
고 좌/우 영상을 바꾸어 계산하여, 두 결과가 상이할 경
우, 사용하지 않는 값으로 처리 한다. SGM을 사용하여
구한 디스패리티 맵은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고
물체의 멀고 가까움을 구별하기에 충분하지만 잡음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1. 서론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같은 경우 일반 데스크탑과 같
이 고사양 처리장치를 사용 할 수 없으므로 SGM(Semi
global matching)[1]과 같이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
면서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를 보
정하기위해 에지를 보존하는 필터링을 사용한다. 이때
영상의 깊이, 장면 내 물체의 관련도나 복잡도에 따라
필터의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나 로봇은 서로 다른 깊이를 가지는 복수의 물체들을
포함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때 물체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 영상 구역화와 같이 높은 연산량
을 가지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실시간에 처리하기
힘들다. 여러 단계의 깊이를 가진 물체가 영상 내에 얼
마나 혼재되어 있는지 빠르게 알 수 있다면 파라미터의
자동 조절로 보다 향상된 필터링 영상을 실시간에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만들어진 디스패리티
맵의 복잡도를 평가하고 후처리 필터링의 계수 조절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지 엔트로피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수행시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필터링 된 디스

2.2. Weighted least square
디스패리티 맵의 노이즈는 대부분 평탄한 면에서 나타
나게 되고 실제 측정값은 점이 이동함에 따라 점점 커
지거나 작아지는 형태의 선형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식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깊이값을 가지도록 모
델링 하는 LSM(Least Square Method)가 가능하다.
하지만 디스패리티 맵은 평탄한 면에서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귀 모델을 찾지 못할 수 있
다. 기존 LSM에서 발전하여 데이터에 대해 회귀 함수
가 잘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국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WLS(weighted least square)[2][3] 방법이라
한다. 노이즈를 고려하여 두 영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부

* 구두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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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도가 낮아져 깊이가 비슷한 물체간의 구분이 더 뚜
렷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의 오차와 분산이 서로 다른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최적의 필터링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최
적의 필터링 영상  는 식 (1)에서와 같이 입력영상 
와 유도영상  , 두 픽셀간의 유사도    와 두 집합간의
균형을 제어하는  를 이용하는 에너지 함수    를 최
소화 할 때 얻어진다. WLS알고리즘은 스테레오 정합에
서 에지를 보존하면서 에지 내부의 텍스쳐를 평탄화 하
기 위해서 사용한다. 주변 값들이 유사도에 따라 픽셀간
의 유사도를 결정하는  를 조절하여 노이즈 제거효과
를 주고 주변 값이 급격히 바뀌는 에지 에서는 가중치
  를 이용하여 에지를 보존 할 수 있다.

그림 1 (a)엔트로피 적용 전 (b)엔트로피 적용 후

   






     



∈   

        

(1)

3. 제안방법
여기서는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양안영상으로부터 만들
어진 디스패리티 맵의 복잡도를 평가하여 후처리 필터
링모델의 계수 조절에 사용할 것이다. 엔트로피를 이용
해 영상의 복잡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UI나 웹페이지 등
의 복잡도를 평가하여 유저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하
는 응용분야에 활용된다. 디스패리티 맵 에서는 같은 위
치에 있는 물체가 적을수록(먼 거리의 물체와 가까운
거리의 물체가 섞여있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된
다. 이를 이용하여 현재 픽셀과 픽셀의 좌우, 상하 픽셀
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값과 가중치를 조절하게 된다
면 영상의 복잡도에 따라 따로 파라미터를 조절할 필요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통계학적인 엔트로피를 이용해 엔트로피의 절대적인 값
을 정의할 수 있다. 확률적인 상태 분포를 가지는 영상
에서 각 상태가 가지는  의 확률을  라고 할 때 엔트로
피는 식(2)와 같이 정의된다.

  

 ln






그림 2 (a)엔트로피 적용 전 (b)엔트로피 적용 후

4. 결론
Semi global matching 알고리즘과 빠른 속도로 수행되
는 최신의 Weighted least square filter의 사이에 연산
량이 낮은 엔트로피 계산을 통해 필터링 모델의 파라미
터를 개선하였으며 극단적으로 엔트로피가 높거나 낮은
디스패리티 맵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증
명했다. 이를 실시간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에 사용한
다면 영상의 깊이나 장애물의 양과 분산도에 대해 빠르
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품질의 디스패리티 맵
을 이용해 장애물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4.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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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resolution Matting based on Divide-and-Conquer Method with Refined Trimap
Hyunwoo Park0, Dong-Hoon Han, Won Seop Lee, Hyeong-Seok Ko
Graphics & Media Lab.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imple and novel method for
high-resolution matting based on divide-and-conquer
method with refined trimap. High-resolution image
matting causes substantial memory use, making it very
difficult to be performed in common computing
environment. We use the divide-and-conquer method
with a refined trimap and confidence mapping for
better performance with minimal use of memory. In
doing so, we compare the original image and low-level
image to obtain a confidence mapping, and use multigrid method and the confidence mapping to refine a
trimap through low-level matting. Altogether, this
protects users from memory shortage causing
program collapse while obtaining a reasonable quality
image matting of high-resolution image.

values provided by the trimap and Ds is a diagonal
matrix of which diagonal element taking the value 1
for constrained pixels. The size of the Laplacian is a
square to image size. Inevitably, the Laplacian size
dramatically increases with the image resolution,
becoming a critical trigger of a memory shortage in
solving the system equations. We perform simple
matting based on divide-and-conquer method to solve
the memory problem. Applying a sparse user input
Fig.1(c) to divide-and-conquer method directly will
result in artifacts at the boundaries, Fig.1(d). This is
because each scribble in a different cropped image is
not propagated. To solve this, we refine a trimap to
properly apply to divide-and-conquer method.

1. Introduction
Image matting is extracting an alpha matte of
foreground from a given image and its trimap. Matting
is a process of calculating the foreground opacity,
given the image as a function of:

(a) Input image (GT21)

(b) Ground truth

I = αF +( 1 – α )B
where I is the input image, and F, B, and α
representing foreground, background, and foreground
opacities respectively. Levin et al. [1] and Chen et al.
[2] have used a closed-form solution to obtain the
alpha matte.
( L + λDs )α = λbs

(c) Trimap

L is a matting Laplacian of image pixels, λ is some
big constant, bs is a binary vector containing the alpha
* Verbal presentation paper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P) (No.2015R1A2A1A10055178), Automation
and Systems Research Institute (ASR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 Divide-and-Conquer
method with (c)

(e) Refined trimap
(f) Our method
Figure 1. Trimap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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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omputing environment. The proposed
method consumes 4.2GB of memory, and it is only 48%
of what KNN matting used. Also, the computation
speed is 1.62 times faster than the original KNN
matting. Memory costs are measured using the Matlab
Profiler, and the peak memory usage is reported. The
quality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KNN method
and our method is very trivial.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with confidence
mapping is both memory- and speed-wise more
advantageous.
Table 2. Memory consumption and running time
results of KNN matting vs. Our method

2. Divide-and-Conquer with refined trimap
2.1. Trimap Refinement
Using an input image Fig.1(a) and an intial trimap Fig.1
(c), we first obtain a low-level matting result. Then,
we compare the original image and low-level image to
compute a dichotomous confidence mapping indicating
high-confident pixels. The confidence is defined
based on the feature vector X(i) used in the [2].
X(i) = ( cos(h), sin(h), s, v )i
Di = || Xh(i) - Xl(i) ||
where h, s, and v are the HSV color coordinates of an
i-th pixel, and Di is a euclidean distance of feature
vector between the input image and the downsampledthen-upsampled image of the original. The confidence
is defined based on Di as below:
1; if Di < threshold
Confidencei =
0; otherwise

GT21
Peak memory (GB)
Running time (sec)

{

Mean squared error

In order to recalculate the top 10% of the pixels with
Di, we set the threshold to 0.1. Refined trimap (Fig.
1(e)) is defined as a function of confidencei and lowlevel matting resulti as in table 1.
If i-th pixel of low-level matting result is foreground
and reliable, i-th pixel of refined trimap will be
foreground.
Table 1. Composition of refined trimap
Low-level
matting resulti
Foreground
Background
Unknown

Confidencei =1

Confidencei =0

Foreground
Background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KNN matting
8.6
274.5856
642.4429

Our method
4.2
168.6772
747.4994

(a) Result of original KNN matting [2]

(b) Result of our method
Figure 2. Matting result of GT02, GT13

2.2. Divided-and-Conquer
In the example of matting, we divided the image into 4
fragments. In order to minimize the discontinuity of the
combined image, we set the image fragments in the
divide-and-conquer method to overlap. We use the
KNN matting [2] in this paper. Applying divide-andconquer method on matting can reduce the total
running time because time complexity of PCG used in
[2] is O(n1.25). The more the image is divided into
smaller fragments, the greater the computational gain
is expected.

4. Conclusion

3.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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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로를 운항하는 비행 물체의 운동 모델 추정
이창민0, 박경주
중앙대학교 융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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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Model Estimation of a Flying Object Going through an Air Route
Changmin Lee0, Kyoungju Park
Dept. of Integrative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설계해야 하는 컨텐츠 제작에 적합하지 않다. 한편으
로, 3차원 공간을 voxel 로 인식하여 길을 찾는 방식도
최근에 소개되어 나비와 벌 등 천천히 날아다니는 개체
들의 사실적인 움직임에 적용되었다[2]. 많은 계산으로
인하여 빠르게 날아다니는 비행물체에는 비효율적이기
도 하다. 게임엔진은 경로 설정에 내비게이션 메쉬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정된 waypoint 들을 최단경
로로 지나는 직선 항로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엔진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메쉬 방법을 확장하여
waypoint 들을 지나가는 스플라인 곡선을 항로로 설정
하고, 그 항로의 단위 접선 벡터와 곡률에 따라 물리적
으로 그럴듯한 뱅크각과 속력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3].
우리의 주요 기여점은 사실적인 3D 비행 운동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운동 모델에서는 곡선 경로 상에서
선회하기 위해 뱅크 회전을 하는 비행 물체가 양력에
따른 뱅크 회전을 하면서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선속력
을 조정한다.

요약
본 논문은 가상 현실 게임에서 비행 물체 에이전트들
이 경로를 따라서 운행을 할 때 역학적으로 그럴듯한
운동 모델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게임엔진은 네비게이
션 메쉬 방식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방식으로 결정된 경로 상을 비행 물체가
운항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직선경로를 일정한 속도와
자세로 비행하는 것 보다 곡선경로를 가속과 감속하면
서 기울어지기도 하는 비행이 가상현실 체험자에게 사
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기에 중요하다. 움직임을 재현하
기 위해 비행역학 이론을 참조했으며 부드러운 비행 경
로를 만들기 위해 웨이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스플라인
곡선을 이용한다. 비행 물체는 경로의 단위 접선 벡터와
곡률에 따라 속도와 뱅크각을 조절한다.

1. 서론

2. 비행역학에 기반한 비행 모델

가상 현실 관련 기술은 게임 업계에 몰입형 VR 컨텐
츠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가상현실 체험자
는 시선의 위치가 높아서 비행체를 정면에서 쳐다보다
보니 직선항로를 다니는 비행체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시선의 방향 전환을 자유롭게 하면서 비행 NPC
들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비행체들의 운
동역학 움직임 또한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비행물체
의 항로를 곡선으로 다양화하고 비행체를 역학에 따른
운동모델은 체험자에게 사실성과 몰입감을 제공해 주는
데 필요하다.
비행물체 행동모델에 대한 Reynolds의 연구는 [1]
역학에 기반한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작용하
는 힘에 따라 속도와 자세의 방향과 크기가 변화하는
것이다 보니 항로를 정하는 방식은 아니기에 컨텐츠의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비행 NPC의 경로와 움직임을

3차원 공간에서 시간 t에 대한 곡선 경로 s(t)가 존재
할 때, 경로의 곡률 ĸ𝑡 는 위치 𝐴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
𝑻 의 변화율의 크기이므로, 수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한
다.
𝑻𝒕+𝚫 − 𝑻𝒕−𝚫
ĸ𝑡 = |
|
𝐴𝑡+Δ − 𝐴𝑡−Δ
= 1/𝑟𝑡
(1)
수식 (1)에서 ∆는 가장 작은 시간 단위를 의미한다. 또
한, 곡률은 또한 경로의 곡률 반지름 rt 의 역수이기도
하다. 곡선 경로를 항해하는 비행 물체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곡률 반지름 rt 는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진다[4].
𝑟 ×𝑣
ω𝑡 = |𝑟𝑡 |2𝑡
(2)
𝑡

수식 (2)에서 ω𝑡 는 비행 물체의 각속도를, 𝑣𝑡 는 비행
물체의 선속도를 의미한다.
비행 물체는 중력에 저항하며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양력이 필요하고, 곡선 경로 상에서 선회하기 위해 구심
력이 필요하다. 그림 1은 선회하는 비행 모델이다.

* 구두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임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자지원사업(NRF-2016R1A2B401623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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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동 모델에 따라 항공로를 운항하는 비행기
그림 1: 곡선 경로 상에서 선회하는 비행 모델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행 모델을 게임 엔진
을 이용해 구현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비행 물체는 경
로의 곡률의 변화량이 작은 항공로에서는 선속력을 유
지하면서 뱅크 회전을 하는 반면에, 곡률의 변화량이 큰
구간에서는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선속력을 줄이면서
운항한다. 최대 뱅크각이 클 수록 비행 물체는 곡률이
큰 항공로에서, 최대 뱅크 각속력이 클 수록 비행 물체
는 곡률의 변화량이 큰 항공로에서도 선속력을 직진 중
의 선속력에 가깝게 유지한다.

그림 1에서 L은 비행 물체 A에 대한 양력을, ∅는 뱅크
각을, W 는 중력을 의미한다. 비행 물체에게 뱅크각을
줄 경우에는 양력이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나뉜다.
비행 물체가 높이를 유지한다면 양력의 수직 성분은 중
력과 평형하고, 수평 성분은 구심력을 나타낸다.
𝐋⊥ = |𝐋| cos ∅𝑡 = |𝐖|
(3)
𝐋∥ = |𝐋| sin ∅𝑡 =

𝑚𝑣𝑡2
𝑟

=

|𝐖|𝑣𝑡 2 ĸ𝑡
|𝐠|

(4)

m은 비행 물체의 질량을, g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한
다. 여기에 뱅크각에 대한 비행 물체의 속력이 연속적이
라는 가정을 포함하면, 뱅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ĸ𝑡 | = min(tan−1

𝑣𝑒𝑞 2 ĸ𝑡
|𝒈|

, ∅ 𝑇 )

4.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상 현실 공간에서 사용자의
몰입감을 만족시키는 비행 물체 NPC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 물체의 성능 및 외부 환경에 따
라 본 논문에서 제시한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다양한 비
행 물체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운항 도중 선속
력이 동적으로 변화하더라도 해당 모델을 적용할 수 있
다. 향후, 외부 환경과 비행 물체의 외형 정보를 이용해
서 본 논문에서 파라미터로 조정했던 비행 물체의 최대
뱅크 각속력, 최대 뱅크각, 최대 양력 등을 자동으로 추
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5)

𝑣𝑒𝑞 는 비행 물체가 직진할 때의 선 속력을, ∅ĸ𝑡 는 경로
의 곡률이 ĸ𝑡 일 때 선속도가 𝑣𝑒𝑞 로 유지되기 위한 뱅크
각을, ∅ 𝑇 는 비행 물체의 최대 뱅크각을 의미한다.
|∅ĸ𝑡 | = ∅𝑡 이면 비행 물체는 𝑣𝑒𝑞 의 선속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ĸ𝑡 | = ∅𝑡 가 될 때까지 뱅크 회전을 하며
𝑣𝑒𝑞 보다 느린 선속도로 비행한다.
∅ĸ𝑡 = 𝑓𝑙𝑎𝑔𝑡 |∅ĸ𝑡 |
(6)
𝑓𝑙𝑎𝑔𝑡 는 뱅크 회전이 시계 방향인지, 반 시계 방향인지
를 구분하는 방향 플래그다. 이를 구하기 위해 경로 접
선 벡터의 변화량 𝑇̇𝑡 와 비행 물체의 왼쪽 방향 벡터인
bt 를 이용한다.
̇
𝑓𝑙𝑎𝑔𝑡 = {1(𝑇𝑡 ∙ bt ≥ 0)
(7)
−1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비행 물체의 선속도가 뱅크각에 대해 연속적이기 때문
에, 선속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𝑣𝑒𝑞 , (∅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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𝑣𝑡 = { |𝒈||tan ∅𝑡 |
(8)
, (0 < |∅𝑡 | ≤ ∅ 𝑇 )
√ ĸ
𝑡

우리의 비행 모델은 (6)에 따라 뱅크각을 결정하고, (8)
과 같이 선속력을 계산한다. 경로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경우 최대 뱅크 각속력 ∆∅𝑡 보다 작게 회전하여 선속력
을 유지하지만, ∆∅𝑡 보다 크게 회전하는 경로의 경우 비
행 물체는 경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속력을 조절해야
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비행 물체의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waypoint 를 이용한 스플라인 곡선을 항공로로 이
용했고, 언리얼 엔진 4.15를 이용하여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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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Based Landmark Detection on Dynamic Human Models
Deok-Kyeong Jang10, Sung-Hee L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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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a novel framework that consists of twolevel regressors for finding correlations between
human shapes and landmark positions in both body
part and holistic scales. To this end, we first develop
pose invariant coordinates of landmarks that
represent both local and global shape features by
using the pose invariant local shape descriptors and
their spatial relationships. Our body part-level
regression deals with the shape features from only
those body parts corresponding to a certain landmark.
For this, we develop a method that identifies such
body parts per landmark, by using geometric shape
dictionary obtained through the bag of features
method. Our method is nearly automatic, requiring
human assistance only once to differentiate the left
and right sides, and shows the prediction accuracy
comparable to or better than those of existing
methods, with a test data set containing a large
variation of human shapes and poses.

A conventional approach for landmark detection is
by finding correspondences between a template body
model with annotated landmarks and a particular
body shape, typically through mesh registration
methods[1]. This registration-based approach is
effective for the body shapes similar to the template,
but has a limited capability in generalizing to the
whole range of human shapes with different poses. A
more principled and potentially powerful approach
would be learning and predi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body shapes and their landmark
locations. In addition, a good method should not
require complex preprocessing, such as alignments,
on the input data.
In this paper, we solve the anatomical landmark
detection problem on human models with dynamic
poses, by training a statistical regression model that
learns connections between human body shapes and
landmarks. When trained with a data set of a wide
range of human shapes and poses, the regressionbased method achieves a higher performance than
registration-based approaches.

1. Introduction
2. Our Approach
Analyzing and understanding human body shapes are
important problems in computer graphics research,
with a number of applications such as registration,
retargeting, and shape retrieval.
Anatomical landmarks on human bodies are
essential features for obtaining anthropometric
information, but detecting the anatomical landmarks
remains a challenging problem due to high variedness
of human shapes and poses.

we show that the kernel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KCCA) method successfully models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body shapes and
landmarks.
We develop several key ideas that enable robust
landmark detection against severe variations in shape
and pose. First, we develop a novel method that
serves as pose invariant coordinates of landmarks.
This is achieved by representing the position of a
landmark with the feature vector in the pose
invariant, local descriptor space. In addition, since
the mapping from vertices to local descriptor space
is non-injective (e.g., left and right Stylions have the

* 구두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
본논문은 Pacific Graphics 2017에 conditionally accept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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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ults of landmark detection on human models with dynamic poses. Red markers are ground truth landmarks
annotated manually(tylion (1), Radiale (2), Acromiale (3), Iliocristale (4), Trochanterion (5), Patella (6) and Malleolus (7).
See leftmost figure) and green markers are estimated landmarks using our method.

These four human models were classified as error
data and the remaining 36 test models were analyzed.
For each landmark,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nd truth and the predicted landmarks was
calculated using both geodesic and Euclidean
distances.

same feature vector), we augment this representation
with the spatial relationship information between
landmarks, which is also described in a pose
invariant manner.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regression
accuracy, we develop a two-level regression method
that separately regresses body part-level features
and holistic features. The part-level regressor
models the connection between the local feature of a
landmark and the shape of the body parts that are
related with the landmark. To identify such body
parts per landmark, we develop a method that uses
geometric shape dictionary obtained through the
supervised bag of features (S-BoF[2]) method. The
segmentation of body parts allows for training the
lower-level regressor with respect to the only body
parts that are related with the landmark, and thus
blocks the effect from other unrelated body parts.
The global level regressor relates the holistic shape
characteristics with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landmarks, and this overcomes the non-injectivity of
local features and allows for finding landmarks nearly
automatically.

Table 1.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median of
geodesic (left) and Euclidean (right) distances between the
estimated landmarks and the ground truth data.
Landmark
Mean(mm)
St.dev.(mm)
Median(mm)
Sty.
17.80 15.81 16.79 12.61 12.35 12.10
Rad.
78.51 63.17 38.43 28.03 82.64 65.37
Acr.
63.03 58.95 36.05 31.87 59387 56.55
Ilio.
Troc.
Pate.
Malle.

50.85
51.09
91.14
41.98

48.32
48.94
82.25
29.55

32.60
29.27
46.22
43.53

30.28
27.56
38.51
24.09

42.76
47.77
89.57
22.85

40.80
45.47
84.56
21.62

Table 1. shows the average error of all landmarks
is less than 9.1 cm in geodesic distance and 8.2cm in
Euclidean distance.

4. Conclusion

3. Experiment
We constructed a training data set of 160 models by
randomly selecting four poses from each subject.
After that, we manually marked seven landmarks (i.e.,
stylion, radiale, acromiale, iliocristale, trochanterion,
patella, and malleolus. See Fig.1 on the right side of
human body. We created a test data set of 40 models
by randomly selecting one pose from each subject.
Figure1 shows the results of located landmarks
for dynamic poses of a variety of human models. One
can see that our method estimates landmark positions
with reasonably good accuracy. However, among the
40 test human models, the four human models show
that the landmarks are detected in the other
symmetric side.
- 24 -

In this paper, we introduced novel methods for
landmark detection. The main contributions of our
work are the segmented body part descriptor using
geometric dictionary, and the pose invariant
landmark coordinates combining the landmark
position in the local descriptor space with the spatial
relationships between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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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어진 환경과 이동경로에 따라 적합한 이동동작
을 생성하게 된다. 접촉 그래프의 노드들은 접촉공간,
점유추정자, 접촉모션클립, 그리고 접촉구성을 속성으로
가지며, 각 속성은 실시간 과정에서 접촉단위의 이동동
작생성을 위해 사용된다.

요약
본 논문에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이동경로에 적합한
다 접촉 이동동작 생성방법을 제안한다. 다 접촉 이동동
작을 생성하기 위한 과정은 환경으로부터 접촉 가능한
후보 점들을 찾고, 후보 점들에 대한 동작들을 생성하
며, 마지막으로 각 동작들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수행하
게 된다. 동작 생성 및 타당성 검사는 많은 양의 연산자
원을 요구하며, 더욱이 후보 점들이 많을 경우 필요한
연산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접촉 후보점들이 주어
졌을 때, 동작 생성 없이 빠르게 타당성 판단이 가능한
타당성 예측자를 가진 접촉 그래프를 이용한다. 본 방법
은 전처리과정과 실시간 과정으로 나뉘는데, 전처리 과
정에서 타당성 예측자를 가진 접촉 그래프를 생성하며,
실시간 과정에서 주어진 환경에 접촉 가능한 점들을 찾
고 최종 이동 동작을 생성하게 된다.

2. 다 접촉 이동동작 생성 방법

1. 서론
그림 2: 제안된 방법의 흐름도

손과 발을 이용한 다 접촉 이동동작 생성 과정에는 환
경에서 접촉 가능한 후보 점들을 찾고, 그 점들에 의해
생성될 동작들의 타당성 검사가 필요하다. 임의의 동작
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운동학적
(kinematic), 물리적(physical), 기하학적(geometric) 타
당성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1,2,3]. 하지만 이와같은
타당성
검사들은
많은
연산자원(computational
resource)을 요구하며, 더욱이 접촉 후보점들이 많을수
록 필요한 연산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접촉 후
보점이 주어졌을 때, 동작 생성없이 그 타당성 판단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성 예측자를 가진 접촉 그
래프를 이용한 다 접촉 이동동작 생성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전처리과정과 실시간 과정으로 나뉘며,
전처리 과정에서 접촉 그래프를 생성한다. 실시간과정

2.1. 접촉 그래프 생성

(가)

* 구두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36(2), 22:1-14,
April, 2017 에 개제되었음.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글로벌프론티어사업(2015M3A6A3073743)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나)
그림 3: (가) 접촉공간과 (나) 점유 추정자에 의해 추정된
점유공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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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다 접촉 이동동작 생성을 위한 전체적인 흐름
을 보여준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그래프 노드가 가지는
속성들인 접촉모션 클립, 접촉구성, 접촉공간, 점유추정
자를 생성하고 각 노드를 연결함으로서 접촉 그래프를
만들어낸다. 접촉모션 클립은 모션데이터를 접촉단위로
분할함으로서 만들어낸다. 분할 방법은 원본 모션데이터
에서 손과 발에 대한 접촉 상태를 확인하고 접촉이 제
거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접촉구성은 접촉모
션클립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접촉된 파트(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와 위치가 변경된 파트를 나타낸다.
접촉공간은 접촉모션클립이 변형 가능한 한계를 가우시
안 확률공간으로 나타낸다. 확률공간은 접촉모션크립으
로부터 운동학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타당한 300개의 임
의의 접촉점을 생성하고, 그 점들의 확률공간을 가우시
안으로 모델링한다. 점유추정자는 모션생성 없이, 접촉
점의 좌표만을 이용하여, 모션이 점유할 공간을 빠르게
추정한다. 앞서 우리는 접촉점 300개를 생성하기 위해
서 접촉점에 대응되는 모션을 만들었다. 점유추정자는
이렇게 만들어 진 모션들중 100개의 샘플을 이용하여
점유추정자를 만든다. 모델링된 점유 추정자는 식(1)과
같다.

그림 5: 다양한 환경에 만들어진 3D 휴먼 캐릭터의 다 접
촉 이동동작

(1)
   ∙    

 는 접촉점을 나타내며  는 점유값(0~1)을 나타낸다.
우리는 점유공간을 복셀화(voxelization) 함으로서 이산
화된(discrete) 공간에서 각 복셀에 대한 점유값를 추정
한다. 이때 복셀의 수가 수천개 이상이기 때문에 빠른
추정을 위해서 주성분분석을 이용한다. 식(1)에서  는
주성분이 되며  는 평균값이 된다. 점유값의 근사화를
위해 우리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한    를 모델
링하였다.

  은 접촉 후보점에 대한 확률 값을 나타내며,   는
환경과 생성될 모션의 관통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접촉 점들과 입력된 경로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우리
는 전체 에너지 값을 최소화함으로서 접촉점(C), 노드순
서, 각 노드의 변환행렬(T)를 찾아낸다(그림 4(나)). 접
촉 점, 노드 순서, 변환행렬들이 모두 정해지면 라플라
시안 변형을 이용하여 새로운 접촉 점들에 대한 적절한
관절 경로를 생성한다(그림 4(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운동학을 이용하여 관절경로에 적절한 다 접촉 이동
동작을 생성한다(그림 4(라)).

2.2. 접촉 동작 생성

3. 결론

우리는 동작 생성을 위해 먼저 접촉계획(contact planni
ng)을 수행한다. 접촉계획은 입력된 환경과 경로에 적절
한 접촉점들과 노드 순서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접촉
계획을 위해 정의된 에너지 함수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접촉그래프를 이용한 다 접촉 이동
동작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타당성 예
측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빠르게 접촉 후보점들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로서 우리는
손과 발 뿐만 아니라. 다른 접촉 파트를 추가하여 접촉
그래프를 확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다 접촉 동작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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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접촉동작 생성 과정: (가) 입력된 환경과 이동경
로. (나) 접촉점 생성. (다) 관절경로생성. (라) 다 접촉 이
동 동작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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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삼각형 메시에서 사각형 메시까지의 하
우스도르프 거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삼각형 메시를 쪼개어 하우스도르프 거리의
상한과 하한을 계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범위를 좁혀
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10-9 이내의 오차 범위를 갖는
정확도로 하우스도르프 거리를 계산한다.

1. 서론
두 모델 사이의 하우스도르프 거리(Hausdorff distance,
HD)는 동일한 모델이 완전히 겹칠 때에만 0인 척도로,
형상 매칭에 쓰일 수 있으며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
로도 유용하다. 하지만 정확한 HD의 계산은 매우 어려
운 문제이며 그 난이도는 그림 1과 같이 정작 두 모델
이 유사할수록 더욱 심하다. 두 삼각형 메시 모델 사이
의 HD를 계산하는 기존의 방법들은[1,2,3,4] 이러한 경
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그림 1 HD가 0에 가까울수록 계산은 어려워진다.[6]

이는 상한과 하한이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반복되며
삼각형들을 전략적으로 쪼개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
해 하나의 우선순위 큐를 관리한다. 다음 절에서는 알고
리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화된 HD 계산 과정을 먼저 소개한다.

하지만 Hanniel et al.[5] 및 Kim et al.[6]은 NURBS
곡면에 대하여 심한 중첩 상황에서도 실시간 HD 계산
을 달성하였다. Hanniel et al.[5]은 GPU를 이용하여
수많은 횟수의 점 투영을 빠르게 수행하며 Kim et
al.[6]은 GPU 없이 CPU만으로 곡면을 작은 조각들로
나누고 그들의 HD의 상한을 구함으로써 고려하지 않아
도 되는 조각들을 제거하기를 반복한다. 이들 방법은 기
하 곡면의 성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 논문에
서는 비슷한 원리를 사각형 메시에도 적용하여 HD를
계산할 수 있음을 보인다.

2. 알고리즘 개괄
곡면  에서  까지의 HD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min ∥   ∥
∈ 

∈ 

즉,  상의 모든 점들 중에서  까지의 최단 거리가 가
장 먼 경우의 거리를 말한다.  상의 일부 점의 집합을
 ′ 이라고 하면 위의 정의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각형 메시에서 사각형 메시까지의 HD
를 계산하기 위하여 각 삼각형에 대해 “대응 곡면”을
사각형 메시에서 찾아 HD의 상한을 구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삼각형 메시의 한 점에서 사각형 메시까지의 최
단 거리는 HD 이하이므로 최단 거리를 측정한 점의 수
를 점차적으로 늘려 HD 하한을 업데이트하고, 한편으로
는 각 삼각형을 작게 쪼갬으로써 상한을 줄여나간다.

  ′   ≤     
점의 수가 유한한 좌변은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HD
의 하한  로 삼아 점을 추가해가며 HD에 가깝게 접근

시킬 수 있다. 한편,  를   ⋯   로 쪼갰다고 했을
때 각   에 대해 대응 곡면   ⊂  를 설정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 구두발표논문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사업 연구개발 지원으로 수
행되었음.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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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변을 계산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므로
  를 계산할 수
그 대신   와   에 대해 지역 상한을 

있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 상한의 최댓값 
는 전역 상한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 작아질수록 


 

  





또한 작을 것이다. 이를 전부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
으로 정리된다.

 


  ′   ≤     ≤ max      ≤ max 
  



반복적으로   를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 에
을 추가함으로써  와 
 가 아주 작은 오차 범위

비슷해지도록 업데이트해간다. 이때 
  가  보다

  는 HD가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가
쪼개지 않고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림 2 투영된 세 꼭짓점으로부터 정의된 사각형

샘플
내로
작은
이상

      의 지역 상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와   를
모두 이중선형 곡면으로 매개화한 뒤 아래와 같은 이중
선형 곡면의 성질을 활용하여 상한을 둘 수 있다.

가장
큰   를 먼저 쪼개기 위하여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다.



      ≤ max∥     ∥  max∥   ∥  





여기서  와         는 두 이중선형 곡면의 네
꼭짓점이다.

3. 모델 구체화
위의 개괄을  와  가 각각 삼각형 메시, 사각형 메시
인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구
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우선  를 나누는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메시의 삼
각형들을 제일 큰 단위로 하여 각 삼각형을 네 개의
합동 삼각형으로 쪼갠다. 그 중에서 지역 상한이 하한
보다 작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선순위 큐에 넣는
다.
-  ′ 에 점차적으로 추가할 샘플이 필요한데  를 쪼개
는 과정에서 각 변의 중점을 계산해야 하므로 자연적
으로 이 새 꼭짓점들을 이용하면 된다.
- 하한  를 계산하기 위해 샘플 점으로부터 사각형 메

시  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각형
메시를 위한 오프셋 사면체 BVH[7]를 통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특히 BVH를 한 번만 생성하면 되기
때문에 큰 지체가 되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각 삼각형 조각   에 대한 대응 곡면  
 를 잡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
를 정하고 지역 상한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삼각형 메시에서 사각형 메시까지의 하
우스도르프 거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대
략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삼각형에서 대응 곡면까
지의 지역 상한을 설정하는 단계가 모든 경우에 대해
완성되면 가속화된 HD 계산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각
형 메시의 쓰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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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이미 하한을 계산하면서 삼각형의 각 꼭짓점
을  위로 투영했기 때문에 그 점들을 바탕으로  
를 결정한다. 다음 절에서는 세 꼭짓점이 하나의 동일
한 사각형 위로 투영되는 가장 간단한 경우만을 소개
한다. 실제로는 같은 사각형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에 다양한 경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4. 대응 곡면과 지역 상한
  의 세 꼭짓점        를 사각형 위로 투영했을
때의 매개변수     와 이들의 최대/최소를 생각하여

   min 

   max 

    min  

   max 







       ,        ,        과        가
정의하는 사각형을   의 대응 곡면   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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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삼각형 메시 모델로부터 유한 요
소 해석을 위한 육면체 볼륨 메시를 생성하는 상호 작
용성 방법을 소개한다. 사용자가 레이아웃을 먼저 입력
하면 삼각형 메시를 자동으로 사각형 메시로 변환하고
이를 표면으로 하는 육면체 메시를 부울 합 연산을 통
해 생성한다.

1. 서론
주로 설계 과정을 거쳐 제작된 물체의 물리적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기 위한 요한 요소 해석법은 대상이 되는
물체를 이름 그대로 유한한 요소(셀)로 이루어진 메시
모델로의 표현이 필요하다. 3차원의 경우 각 셀 또한 3
차원 볼륨인 메시 모델은 해석의 정확도나 시간 비용
등을 좌우하는데, 정의와 생성이 단순한 사면체 메시가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육면체 메시가 상대적으로 정확하
다. Benzley et al.[1]은 정적 선형 해석의 경우 굽힘이
나 비틀림 상황에서 사면체 메시가 변위와 응력 계산에
10~70%의 오차를 보여 오차가 30% 미만인 육면체 메
시가 우수함을 보였다. 특히 내부에 있는 대부분의 정점
의 valence가 6인, 다시 말해서 한 정점에 연결된 다른
정점의 수가 6인 육면체가 이상적일 것이다.

(a)

(b)

(c)

(d)

그림 1 삼각형 메시에서 육면체 메시를 생성하는 과정

육면체 볼륨 메시의 표면이 될 사각형 메시를 이와 같
이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주곡률이나 특징 곡
선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메시를 얻을 수 있다. 이
사각형 메시에 Elber et al.[7]이 제안하는 곡면의 부울
합을 적용하여 내부의 볼륨 메시를 생성한다. 이 부울
합 연산은 곡선으로부터 곡면을 정의하는 부울 합을 확
장한 것으로, 여섯 개의 맞닿은 경계 곡면만으로부터 내
부의 볼륨을 유일하게 정의한다.

2. 입력 메시의 사각형 메시 변환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정규 육면체 메시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는 10년 가까이 있어 왔다. 본래 곡면을 정규
사각형 메시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PolyCube가 볼륨
으로 확장되기도 했으며[2,3] 볼륨 전체를 먼저 매개화
한 뒤 육면체 메시를 생성하는 방식[4,5]은 입력으로
사면체 메시가 필요하다.

먼저 볼륨 메시의 표면을 이룰 사각형 메시를 사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생성한다. valence가 4인 정점을 정규
정점이라고 했을 때, 모든 내부 정점이 정규인 사각형
패치를 소수 이어붙인 꼴의 사각형 메시가 좋다. 따라서
그림 1(a)와 1(b)에서와 같이 대상 삼각형 메시 위로 사
용자가 사각형 패치 사이의 경계를 모델의 특성이 반영
되게끔 마우스 등으로 스케치하여 입력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면체 메시 없이 삼각형 메시에서 사용
자의 입력을 통해 사각형 메시를 생성한 뒤 이를 바탕
으로 육면체 메시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Kang
& Kim[6]은 사용자가 삼각형 메시 위로 사각형 패치의
레이아웃, 즉 패치 사이의 경계 곡선을 인터페이스를 통
해 입력하고 삼각형 메시를 근사하는 사각형 메시를 자
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패치 경계 레이아웃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사각형 메
시를 자동으로 생성해야 하는데, 어떤 패치가 대상 메시
의 어떤 정점들을 근사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계 곡선들만으로 정의되는 쿤스 패치를 생성한다. (쿤
스 패치를 확장한 부울 합의 개념이 3절에서 소개된다.)
쿤스 패치들은 대상 삼각형 메시를 잘 근사하지는 못하
지만 경계 곡선들을 적당히 보간하기 때문에 정점들을
분배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각 정점을 가장 가까운 쿤스
패치에 할당하면 된다.

* 구두발표논문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융·복합 연구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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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 패치가 근사할 정점들이 결정되면 쿤스 패치
들은 전부 폐기하고 실제로 사각형 메시를 생성해야 한
다. 이는 각 패치를 경계 곡선의 끝점들을 연결한 하나
의 사각형으로 초기화한 뒤 두 개의 사각형으로 반복적
으로 쪼개나가며 이루어진다. 사각형의 개수가 늘어날수
록 입력 메시를 더욱 정확히 근사하므로 이를 근사 오
차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반복한다. 단, 새로 생겨나
는 정점들과 더불어 기존의 정점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볼륨에서  ,  나  를  이나  로 설정한 경계 곡면
들은 입력 곡면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간한 것
으로 볼 수 있고, 이 부울 합을 2절에서 구한 표면 사
각형 메시에 적용하여 그림 1(d)에서와 같이 육면체 볼
륨 메시를 생성한다. 물론 사각형 메시가 그림 2와 같
이 마주 보는 세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각 상태의 사각형 메시를 토대로 입력 메시를 매
개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각 정규 패치의 격자를 일종
의 2차원 매개화로 취급하여 패치에 배정된 정점들로부
터 패치까지의 수선의 발을 찾은 뒤 그 발의 매개 변수
를 정점의 매개 변수로 간주한다. 새로 위치를 결정해야
하는 정점들 또한 매개 변수가 있으니 필요한 매개 변
수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찾아 세 꼭짓점을 보간한다. 앞
서 쿤스 패치까지의 거리를 재거나 정규 패치까지의 수
선의 발을 계산하는 작업은 Kang et al.[8]의 사각형
메시를 위한 BVH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가속화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한 요소 해석을 위한 정규 육면체 메
시를 삼각형 메시로부터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
자가 표면 사각형 메시의 레이아웃을 결정한 뒤 육면체
메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
면체 볼륨 메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입력 메시의 특징
을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동 생성의 과정이 매
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3. 부울 합에 의한 육면체 볼륨 메시
이 절에서는 사각형 메시로부터 볼륨을 정의하기 위해
쓰이는 곡면의 부울 합 개념을 설명한다. 서로 맞닿아
있는 여섯 개의 곡면을      ,       ,      ,
     ,      와      라고 하자. 이들의 배치를
정육면체와 같이 생각하면   부터   까지가 옆면을 이
루고   와   가 윗면과 아랫면이다.  는   와   가 만
나는 곡선을 가리키며 이 곡선들이 만나는 점은    ⋯ 
  이다. 모든 매개 변수의 구간은    로 간주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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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섯 개의 곡면으로 볼륨을 정의하는 부울 합

곡선 혹은 곡면  와  의 선형 보간을 아래와 같이 표
기하고

             
    를    ⋯    의 삼중선형 보간이라고 하면
  ⋯   의 부울 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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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요약

2.1. 시스템 개요

사람들은 회화를 감상할 때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이
것은 화가들이 사용한 특징들이 감성과 관련이 있기 때
문이다. 우리는 이런 특징들을 분석하여, 회화에서 나타
날 수 있는 감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우리는 예술적, 감
정적 특징들을 이용하여 감성을 예측한다.

회화에서 감성을 예측하기 위해 우리는 회화를 러셀
Arousal-Valence 모델에 매핑시켰다. 감성 값을 예측
하기 위해서, 주어진 회화와 감성과 연관이 될 수 있는
특징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기존에 Ground-truth 값을
가지고 있는 회화와 특징 값들을 이용하여 Regression
모델을 제작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색상정보 뿐
아니라, 다른 예술적/감성적 특징들을 이용하여 감성을
예측한다. [그림 1]은 시스템 개요를 도식화한 것이다.

1. 서론
화가들은 색상, 재질, 구도 등의 회화의 구성 요소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대상으로부터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회화를 감상할 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사용하는
회화적 요소에 대한 분석과 그 요소가 회화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회화를 입력
으로 감성을 연구하는 연구는 초보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1].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그림을 감상할 때 이런
특징들을 계산적으로 분석하며 감상하지 않기 때문에,
난해한 그림들을 감상할 때는 작가의 의도를 쉽게 파악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3]은 이미지와
음악에서 물리적 특징들을 이용하여 감성좌표계인
Arousal-Valence에 매핑하고 이를 토대로 두 콘텐츠를
매칭시킴으로써, 가까운 세트를 찾는 연구이다. 하지만
[2]는 사진만을 입력 값으로 갖고, 감성을 예측한다.
[3]은 색상정보만을 이용하여 회화의 감성을 예측한다.
그로 인해서 감성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적/감정적 특징들을 이용하여,
정확도 높은 감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2.2. 회화에서의 감성 예측
회화에서 감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징 정보
들은 Kobayashi 좌표값, 구도값, 색상기반 대칭성, 구조
기반 대칭성 등으로 정의하였다. 각 특징들을 추출하고
이 특징정보들을 이용하여 감성 예측 모델을 제작하였
다.
2.2.1. 색상정보 (Kobayashi 좌표값)
[3]의 연구에서 우리는 회화의 3색 배색을 추출하여,
Kobayashi 좌표계에 있는 형용사를 찾아내고, 이 형용
사를 기반으로 A.V.값을 예측하였다. Regression 모델
의 한가지 특징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Kobayashi 좌표계에서의 이 형용사들의 좌표값을 이용
하였다.
2.2.2. 구도 정보
구도란 모양과 선의 짜임새를 의미한다. 선들이 중구난
방하면 그림에서 혼란, 혹은 동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
지만, 가로 혹은 세로로 반듯한 선들이 많으면 안정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Hough Transform을 이
용하여 회화에서 선을 추출하였고, 각 선들의 경사도를
계산하여, 수평, 수직, 그리고 대각 강도를 측정하였다.
수식 (1)은 이에 대한 계산법을 보여준다.

그림 1: 시스템 개요
* 구두발표논문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7R1A2B400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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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리의 연구결과로 (5.28. 5.68)로 Ground-truth
값인 (5.21, 5.60)과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100개의 회
화에 대해서 우리는 ten-fold validation을 수행하여 예
측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Arousal의 정확도는 75%이고
Valence의 정확도는 83%으로 기존의 [3]의 연구보다
(69, 77)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3. 대칭성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회화의 대칭성을 계산하였다.
첫째, 색상을 기반으로한 대칭성이다. 회화를 가로 혹은
세로로 나누어서, 그 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픽셀간의 차이값을 계산하고 각 차이값의 평균으로 계
산하였다. 수식 (2)은 이 계산법을 보여준다. [그림 2]
는 그렇게 계산된 작품들 중 수평적 대칭성이 높은 작
품과 낮은 작품을 나타낸다. (a)와 (b)를 빨간선으로 나
누었을 때 (a)는 좌우가 대칭적이고, (b)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회화에서 감성을 예측함으로써 이를 통해, 비슷
한 감성을 갖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었다. 감정적으로 비슷한 음악을 추천해줌으로써, 회
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배가가 될 수 있다. 음악의 감성 예측은 [3]에서 사용
된 예측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4]는 우리의 시스템
의 매칭 예시를 보여준다. Klimt의 “Kiss”라는 작품과
가장 가까운 감성 좌표계에 있는 음악인 Arkenstone의
“Valley In The Clouds”가 추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a)

(b)

그림 2: 색상 기반 대칭성

둘째, Jensen-Shannon Diversity[4]를 이용하여 구역
간의 Entropy 유사성을 측정한다. Entropy가 유사할수
록 대칭성이 높은 것이고, 값이 낮을수록 대칭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수식 (3)의 M(n)값은 구조적 대칭성의
계산법을 보여준다. [그림 3]은 원본 이미지 (a)에 대해
서 수직적 구조 대칭성 (b)와 수평적 구조 대칭성 (c)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누어 표현한 모습이다.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b)의 경우에는 두 구간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대칭성이 매우 적다. 반대로 (c)는 두
구간이 매우 유사하므로 대칭성의 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회화와 음악의 매칭 결과

4. 결론
본 연구는 발전된 회화의 감성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보다 회화의 고차원적 특징들을 이용하
여 A.V. 감성 예측 모델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회화
에서 분석될 수 있는 특징들을 정의하고, 회화에서 이를
추출하였다. 또한 이 특징들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보
다 정확도가 높은 회화의 감성 예측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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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구조 기반 대칭성

3. 결과
회화에서 예술적 특징들을 추출하고, 선형 회귀 분석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감성을 예측하였다. 그
림 4의 회화를 예측한 결과 기존에는 (4.5, 5.7)이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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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희0, 이재동, 원정담, 이제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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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Shadow Art
Sehee Min0, Jaedong Lee, Jungdam Won, Jehe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림 1 다양한 타겟 그림자(에펠탑, 사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모나리자)에 대한 결과
효과를 가지는 장면을 생성하기 위해 조명 및 장면 지
오메트리의 구성을 입력으로 사용하지만 그림자 예술
알고리즘은 목표 그림자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원하는 그림자를 생성하는 조명 및 장면 지오메트리 구
조의 구성을 만든다.
이전의 그림자 예술 알고리즘[1]은 점광원을 사용하여
뚜렷한 흑백의 경계가 있는 그림자를 생성한다. 본 논문
에서는 영역 광원 (또는 점 광원의 배열)을 사용하여 부
드러운 그레이 스케일 그림자를 생성하는 새로운 그림
자 예술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영역 광원을 사용하는 경
우, 그림자는 차폐물에 의해 완전히 광원이 차단되어 생
기는 umbra와 약간의 광선이 통과하여 부분적으로 그
림자진 penumbra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n
개의 점광원이 존재하는 장면의 경우, penumbra는 해당
점에서 몇 개의 광원이 보이는지에 따라 n+1개의 톤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주요 문제는 그림자 영역의
각 픽셀이 부분적으로 가려진 광원에서 빛을 모아 원하
는 색조 레벨을 생성하도록 차폐물의 배열을 찾는 것으
로 표현 가능하다.
본 논문은 그림 1와 같이 광원과 다중 레이어 그리고
스크린으로 이루어진다. 각 레이어는 (N, N)의 셀로 구
성되며 각 셀은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상태 중 하나를
가지며 차폐물의 역할을 한다. 광원에서 발생한 광선은
열려 있는 셀만 통과할 수 있다. 타겟 그레이스케일 그

요약
인체 혹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흥미로운 형태의 그림
자를 생성하는 그림자 예술 작품을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하여 재현하는 것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본 논문
에서는 그림자 예술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하여 흑과 백,
두가지 색깔의 그림자가 아닌 다양한 톤을 가지는 그레
이 스케일 그림자를 생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레이 스
케일 그림자를 생성하기 위한 환경으로 다중 광원과 단
위 정사각형의 격자 형태의 셀을 가지는 다중 레이어
차폐물을 설정하여 penumbra와 umbra로 구성된 부드
러운 그림자를 얻어낸다. 각 셀은 열고 닫히는 상태 중
하나를 가지며, 주어진 타겟 그림자에 대하여 가장 유사
한 결과 그림자를 생성하기 위한 셀의 조합을 빠르게
찾아내는 확률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서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그림자 예술을 재현하는 문제는
* 구두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In Proceedings of Computer Aesthetics’17 에 게
재 예정임.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컴퓨
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SW스타랩)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7-0536-20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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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자가 주어졌을 때, 열려있는 셀을 통해 광원이 타겟에
가장 근접한 결과 그림자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셀
의 상태를 찾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우리는 조합 최적화로 문제를 공식화하고 확률적 최적
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빠른 속도로 주어진 타겟 그림
자에 수렴하도록 한다.

2. 문제 해결 방법
2.1. 기저 그림자
우리는 개별 셀이 스크린에 만드는 그림자를 기저 그림
자라고 정의한다. 상위 레이어에 위치하는 셀을 통한 빛
은 스크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지만 반면 하위 레
이어의 셀은 작은 범위로 제한된다. 그림 2과 같이 하
위 레이어의 기저 그림자의 경우, penumbra와 이에 둘
러 싸인 umbra 그림자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레이어의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umbra의 영역은 좁아지며
penumbra는 넓어진다. 일정 높이 이상에서 더이상 기
저 그림자에는 umbra가 나타나지 않으며 옅고 넓은 그
림자를 생성한다.

그림 3 알고리즘 개요
값으로 셀을 뒤집는 것이 아닌 볼츠만 분포를 사용하여
셀을 선택할 확률을 정의하여 알고리즘이 지역 해에 빠
지는 것을 방지한다. 온도 매개 변수가 클 경우 모든 셀
은 동등한 확률을 가지며 온도가 낮을수록 영향이 큰
셀을 선택하도록 한다. 배치 역시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큰 배치 크기를 채택하여 최적화 초기 단계에서는 빠른
수렴을 꾀하고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 계산 속도의 안정
성을 위해 배치의 크기를 줄인다.
알고리즘은 레이어의 셀을 조정하여 그림자를 수정하는
하향식 최적화 이외에도 상향식 최적화 단계를 가지며
양방향 최적화를 수행한다. 상향식 최적화 단계에서는
초상화의 이목구비와 같은 작지만 눈에 띄는 특징을 가
지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림자의 해당 부분에 영향을 주
는 셀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3. 결과 & 결론
그림 2 기저 그림자

우리는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타겟 그림자에 대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고 그레이 스케일의 그림자 예술을 재연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명도, 톤의 다양함
과 같은 생성된 그림자의 품질은 조명, 레이어 및 화면
사이의 거리와 같은 기하학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의 움직임을 조정하여 그림자 연극을 컴퓨터에서
재연한 Won and Lee[2]의 연구와 같이 조명이나 차폐
물의 동적인 구성을 통한 그림자 애니메이션은 흥미로
운 추후 연구가 될 수 있으며 RGB 광원을 사용한 컬러
그림자 이미지 생성 역시 고려할 수 있다.

기저 그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타겟 그림자에
특성에 맞도록 레이어를 배치해야 한다. 선명한 이미지
가 필요할 경우, 레이어를 스크린에 가깝게 배치하여 좁
은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저 그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2. 알고리즘
우리는 목적함수를 반복적으로 최소화하는 확률적 최적
화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그레이스케일 그림자 예술을
구현한다. 각 셀의 상태를 뒤집으며 스크린에 맺히는 그
림자의 밝기 변화를 평가한 후, 이때 생성된 그림자와
타겟 그림자의 차이를 통해 목적함수를 설계한다. 확률
론적 최적화를 사용하여 타겟 그림자와 유사한 그림자
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셀을 선택하여 목적함수를
반복적으로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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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과 saliency에 기반한 이미지의 황금비 구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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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golden ratio composition in images based on key points and sal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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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황금비 기반 황금구도 예측 모델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가 얼마나 황금비 구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미지로
부터 특징점과 saliency map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미지에서 황금비를 이루는 방향과 그 정도를 측정하
는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한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모델
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 안의 황금비 구도의 방향과
그 정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크게 이미지로부터 추출
된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사진의 중심점을 예측하는 ‘황
금나선 방향 예측’ 단계와 사진의 구도 점수를 예측하는
‘황금구도 점수 예측’ 단계로 구성된다.
2.1.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1. 서론
황금비 예측 모델을 위해 저작권이 없는 207장의
사진을 flikr.com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우리는
Amazon Mechanical Turk[2]를 이용한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 각 사진이 그림 2(a)와 같은 네 가지
나선방향 중 어떤 구도를 가장 잘 따르고 있는지, 또 그
구도에 따르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점수
(1~5점, 그림 2(b))를 얻어 내었다.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로 보
고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황금비를
(1:1.618) 생각했다[1]. 황금비는 고대 건축, 회화 및
조각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림 1 참고), 이미지
에서 황금비에 따른 구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진을 찍을 때 구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소지만, 일반인들은 사진의 구도에 대한 배경지식
이 부족하여 조화로운 구도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특징점과 saliency map 정보를
이용하여 각 이미지의 황금비 구도의 방향과 그 정도를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 빠르게 황금비 구도의 방향과 점수를 계산하는 기
법을 제안한다.

(a)
(b)
그림 2: (a)나선 방향(중심점 위치)과 (b)황금구도 사진(5점)

2.2. 기계학습 Feature Design
예측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영상으로부터 특징점
정보와 saliency map 정보를 추출한다. 빠른 특징점
추출을 위해 ORB(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detector[3]를 사용하고, saliency map 정보는 딥러닝
기반의 SALICON(Saliency in Context) 알고리즘[4]과
빠른 처리를 위한 BMS(A Boolean Map Approach)
알고리즘[5]을 각각 사용하여 feature를 생성하였다.

그림 1: 황금비율이 적용된 고대 건축물
* 구두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초기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 이 논문은 삼성전자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 (과제번호 SRFC-IT1601-04)

Feature 생성을 위해 사진은 황금비율 1.618:1에 의해
와
영역으로 분할하고(그림 3(a)), 나선의 방향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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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에 대해 SALICON 알고리즘과 BMS 알고리즘 적용
시 각각 85.9%와 77.6%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델은 5-fold 교차 검증을 통해 성능이 평가되었다.

라
를 다시 두 영역
와
으로 분할한다. 이런
방법으로 네 가지 방향(그림 2(a))에 대해 각각 분할하
여 각 분할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feature를 추출한다.

표 1: 예측 모델과 설문조사에 의한 나선 방향의 정확성

Features
1 + 2 + 3( SALICON)
1 + 2 + 3(
)

정확성
85.9%
77.6%

2.4. 황금비 구도의 점수 예측 모델 생성
(a)나선 방향에 따른 황금 분할

(b) ORB 특징점 추출

그림 3: 황금비에 따른 분할기법

2.2절에서 언급한 feature들을 바탕으로 선형 회귀 모
델(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여 황금비 구도 점수 예
측 모델을 생성하였다. 점수 예측 모델로부터 예측된 사
진의 점수와 설문조사로 얻은 점수(1~5) 사이의 오차
(MSE)가 가장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였
으며, 5-fold 교차 검증을 거쳐 그 성능이 평가되었다.

우선, 특징점을 기반으로 다음 feature를 생성한다:
1. 전체 영역
+
에서의 특징점 개수
+
과
나선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분할 영역
에서의
특징점 개수 간의 비율의 평균 (그림 3 참고)
1
(1 −
)
=
+
4

[표2]는 총 4개의 나선의 방향(그림2(a) 참고)에 대해서
예측 모델에 의한 점수와 설문조사에 의한 점수의 평균
오차를 나타낸다. Saliency feature 중 SALICON 기반의
모델이 BMS 기반 모델보다 우수한 예측 결과를 보였다.

2. 나선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분할 영역에서의
특징점들의 평균 좌표와 나선의 중심간의 거리의
평균 (
_ ) . max_
는 사진의 모서리와
나선의 중심과의 최대 거리 (그림 3 참고)
∗
_
1
_
=
(1 −
)
4

표 2: 예측 모델을 통한 점수와 설문조사 점수의 오차(MSE)
나선 방향
1
2
3
4
평균
(중심점 위치)

다음으로, saliency map에서 색상값이 threshold
(SALICON:>70, BMS:>210)를 초과한 픽셀들의 평균
좌표와 나선의 중심과의 거리 (
_ ) 를 feature로
생성한다 (그림 4 참고).
= 1−

∗
_

(

1+ 2+ 3
SALICON)
1+ 2+ 3
(
)

0.551

0.450

0.316

0.424

0.435

0.670

0.513

0.550

0.403

0.534

4. 결론

_

본 논문에서는 고대시대부터 전해온 황금비 개념을 사
진에 적용하여 자동으로 황금비 구도에 대한 점수를 예
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모바일에 응용할 수
있도록 빠른 detector를 이용하였다. 추후에는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부터 특징 정보를
획득하고 점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4: Saliency 기반 feature 추출

참고문헌
[1] Livio M. The golden ratio: the story of phi, the world's most
astonishing number. New York, NY: Broadway Books; 2002.
[2] Amazon Mechanical Turk: https://www.mturk.com
[3] Rublee, E., Rabaud, V., Konolige, K., and Bradski, G., 2011,
“ORB: an efficient alternative to SIFT or SURF,” Computer
Vision (ICCV), 2011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4] X. Huang, C. Shen, X. Boix, and Q. Zhao. Salicon: Reducing
the semantic gap in saliency prediction by adapting deep neural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5.
[5] J. Zhang and S. Sclaroff, “Saliency detection: A boolean map
approach,” in ICCV, 2013

2.3. 황금나선의 방향 예측 모델 생성
2.2절에서 언급한 feature들을 바탕으로 SVM을 이용한
분류(classification)를 통해 황금나선의 방향 예측 모델
을 생성하였다. 그림 2(a)과 같이 4개의 중심점에 대해
서 예측 모델로부터 예측된 방향과 설문조사로 얻은 방
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황금나선의 방향 예측
모델을 학습한 결과 [표1] 과 같이, 예측 모델에 의한
황금나선 방향과 설문조사에 의한 황금나선 방향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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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식*
이태민0, 이인권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dnflxoals, iklee)@yonsei.ac.kr

Animation Character Recognition Using Deep Learning
TaeMin Lee0, In-Kwon Lee
Dept. of Computer Science, Yonsei University

2.1. The Simpsons Characters Data

요약
컴퓨터가 사람의 창작물을 인식하는 능력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
퓨터가 사람이 그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인식하는 딥
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심슨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20개를 구분하여 인식한다. 이 딥 러
닝 모델은 15개의 weight layers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도, vanishing gradient와 overfitting 문제를 방지하였다.
실험 결과는 Top-3 error를 기준으로 81.89%의 정확도
를 보였다.

1. 서론
최근 음성인식, 음악인식, 스케치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딥 러닝의 적용을 통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스케
치인식의 경우 73.1%의 사람 수준을 넘어 77.95%의
정확도를 보였다[1].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그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인식
하기 위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이하 CNN)
모델을 제안한다. 이 CNN 모델은 Kaggle (www.
kaggle.com)에서 제공하는 Simpsons 캐릭터 데이터 이
미지 19406장(표 1, 그림 1 참조)을 학습하여 심슨 애
니메이션 캐릭터 20개를 구분해낸다. 1×1 CNN, ReLU,
batch normalization, dropout을 사용하여 vanishing
gradient와 overfitting 문제를 방지하였다. 캐릭터는 얼
굴이나 물건처럼 어느정도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과장
이 많이 표현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Top-3 error를
기준으로 81.89%의 정확도를 보였다.

Character

training

test

total

Homer Simpson
Ned Flanders
Moe Szyslak
Lisa Simpson
Bart Simpson
Marge Simpson
Krusty The Clown
Charles Montgomery Burns
Principal Skinner
Milhouse Van Houten
Chief Wiggum
Abraham Grampa Simpson
Sideshow Bob
Apu Nahasapeemapetilon
Kent Brockman
Edna Krabappel
Comic Book Guy
Nelson Muntz
Lenny Leonard
Mayor Quimby
Total

1898
1231
1229
1184
1128
1097
1032
1023
1010
890
828
787
762
461
415
392
382
301
252
194
16496

335
217
217
209
199
194
182
180
178
157
146
139
136
81
73
69
67
53
44
34
2910

2233
1448
1446
1393
1327
1291
1214
1203
1188
1047
974
926
898
542
488
461
449
354
296
228
19406

표 1: 학습 데이터 갯수 (20개 캐릭터)

2.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식 CNN 모델

* 구두발표논문
* 본 논문은 연구초기결과의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임
* 이 논문은 삼성전자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과제번호 SRFC-IT1601-04).

그림 1: 20개의 캐릭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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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다음에 배치시켰다.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에
overfitting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dropout layer
를 각 CNN 3×3 layer 다음에 배치시켰다.

2.2. 모델 구조
Layer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L11
L12

Type
Input
Conv
BN
Dropout
ReLU
Conv
ReLU
Conv
BN
Dropout
ReLU
Maxpool
Conv
BN
Dropout
ReLU
Conv
ReLU
Conv
BN
Dropout
ReLU
Maxpool
Conv
BN
Dropout
ReLU
Conv
ReLU
Conv
BN
Dropout
ReLU
Maxpool
Conv
BN
Dropout
ReLU
Conv
ReLU
Conv
BN
Dropout
ReLU
Maxpool
FC
FC
FC

Filter
Size

Filters

Stride

3×3
1×1
3×3
2×2
3×3
1×1
3×3
2×2
3×3
1×1
3×3
2×2
3×3
1×1
3×3
2×2
-

32
16
32
64
32
64
128
64
128
256
128
256
-

1
1
1
2
1
1
1
2
1
1
1
2
1
1
1
2
-

Output
Size
128×128
128×128
128×128
128×128
128×128
128×128
128×128
128×128
128×128
128×128
128×128
64×64
64×64
64×64
64×64
64×64
64×64
64×64
64×64
64×64
64×64
64×64
32×32
32×32
32×32
32×32
32×32
32×32
32×32
32×32
32×32
32×32
32×32
16×16
16×16
16×16
16×16
16×16
16×16
16×16
16×16
16×16
16×16
16×16
8×8
4096
512
20

3. 성능분석
Character
Homer Simpson
Ned Flanders
Moe Szyslak
Lisa Simpson
Bart Simpson
Marge Simpson
Krusty The Clown
Charles Montgomery Burns
Principal Skinner
Milhouse Van Houten
Chief Wiggum
Abraham Grampa Simpson
Sideshow Bob
Apu Nahasapeemapetilon
Kent Brockman
Edna Krabappel
Comic Book Guy
Nelson Muntz
Lenny Leonard
Mayor Quimby
Total

Top-1 error

Top-3 error

67.16%
64.52%
76.50%
60.77%
56.28%
89.69%
90.66%
62.22%
64.04%
92.99%
79.45%
51.08%
41.18%
45.68%
54.79%
46.38%
56.72%
32.08%
31.82%
38.24%
65.80%

84.18%
79.26%
88.48%
80.86%
81.41%
95.36%
95.60%
76.67%
76.40%
94.27%
89.04%
73.38%
61.03%
64.20%
64.38%
59.42%
67.16%
64.15%
47.73%
52.94%
81.89%

표 3: 캐릭터 인식률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Top-1 error와 Top-3
error를 측정하였다. Top-1 error를 기준으로 65.80%,
Top-3 error를 기준으로 81.89%의 정확도를 보였다(표
3 참조). 캐릭터의 머리 색이 특이하거나 모자를 쓰고
나오는 등 대체로 얼굴부분에서 다른 캐릭터들과 구분
되는 색을 보이는 캐릭터들의 인식률이 높았다. 또한
training data가 많아 캐릭터를 충분히 학습했을 경우 인
식률이 뛰어난 경향을 보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NN 모델은 8개의 3 × 3 CNN
layer, 4개의 1×1 CNN layer, 3개의 Fully Connected
layer로 총 15개의 weight layers로 이루어져있다(표 2
참조)[2].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인식하기 위한
CNN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미지에서 캐릭터 부분만을
crop 한 뒤 학습시킨다면 인식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음성, 음악, 스케치와 같이 인간의
창작물을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CNN 모델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애니
메이션의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와 스토리를 이해하는
연구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 Vanishing gradient와 Overfitting 문제 방지

참고문헌

모델을 deep하게 만들면서도 연산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1×1 CNN layer를 3×3 CNN layer 사이에 배치
시켰다. 다음으로,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CNN layer 다음에 ReLU layer를 배치시켰
다. 또한 batch normalization layer를 각 CNN 3 × 3

[1] Qian Yu, Yongxin Yang, Feng Liu, Yi-Zhe Song, Tao Xiang
and Timothy M. Hospedales, Sketch-a-Net: a Deep Neural
Network that Beats Huma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122(3):411-425, 2017.
[2] Joseph Redmon and Ali Farhadi, YOLO9000:
Better,Faster,Stronger, arXiv preprint, arXiv:1612.08242, 2016.

L13
L14
L15

표 2: CNN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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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리스트 기반 실시간 모션블러 렌더링 기법*
최진형0, 오경수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Jinham2049@gmail.com, oks@ssu.ac.kr

Real-time motion blur rendering based on linked list
Jinhyung Choi0, Kyoungsu Oh
Dept. of Media, Soongsil University

요약
그중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은 빠른 렌더링 속도를 위한
방법으로 근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용
화된 게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은 다양한 방향을 갖는 장면을 렌더링할 경우에 모션
블러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지 않은 아티팩트가 발생한
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아티팩트를 해결
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통해 2~3가지 서로 다른 방
향을 가지고있는 장면에서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장면에서는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구성된 장면에서
도 실시간으로 아티팩트가 없는 우수한 품질의 모션 블
러 알고리즘을 해결하고자 연구되었다.

그래픽스 분야에서 모션 블러(Motion-blur)는 3D 장
면과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최근 모션블러를
렌더링하는 기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중에 하나인
포스트 프로세싱(Post-processing) 기법은 한 장면에
다양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모션을 모두 인식할 수 없어
복잡한
방향을
나타내는
장면에서는
아티펙트
(Artifacts)가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화면에 두 점의 위치를 통해 그 사이를 지나가는
픽셀들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인 브레센햄(Bresenham)
알고리즘[1, 2]을 기반으로, 이전 프레임의 모든 픽셀이
현재 프레임의 위치로 이동할 때 지나가는 모든 위치를
찾아, 해당 픽셀의 링크드 리스트[3] (Linked-list)에 이
전 프레임의 정보(깊이, 시간, 색상)를 담고있는 프래그
먼트들을 추가 및 생성하고 각 링크드리스트안에 있는
프래그먼트의 가시성 검사 테스트를 통해 검출된 데이
터 기반으로 실시간에 다방향성을 갖는 새로운 모션 블
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우리는 현재 GPU 파이프라인
(pipe-line)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순방향(Forward)
알고리즘을 구현했으며 누적 버퍼(Accumulationbuffer) 알고리즘 [4]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
다. 우리의 알고리즘은 수많은 삼각형으로 구성된 장면
에서도 실시간으로 수행된다.

2. 구현
2.1. 첫번째 렌더링 패스(1st Rendering pass)

1. 서론
모션 블러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실제로 영상에 모
션블러 처리 후 사용자로 하여금 객체의 움직임이 빠
르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5].
반면에 모션 블러가 없는 영상에서는 물체가 빠르다는
느낌을 적게 받는다. 최근에 그래픽스 분야의 꾸준한 노
력으로, 다양한 모션 블러 렌더링 알고리즘이 제안됐다
[6, 7, 8, 9, 10].

그림 1: 1st 렌더링 패스 순서도

우리의 알고리즘의 첫 번째 렌더링 패스에서 이전 프
레임의 픽셀 위치에서 현재 프레임의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에 해당 픽셀이 지나가는 위치를 브레센햄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찾아낸다. 그림 1에 우측 상단 부분에
있는 그림에서 브레센햄 알고리즘의 예를 간단하게 보
여준다. 그림에는 움직이는 삼각형이 있다. 그 삼각형을
그리기 위한 픽셀 중 하나의 픽셀을 예로 들어, P_t0부
터 P_t1까지 두 점을 잇는 한 직선이 지나가는 위치를
하늘색으로 채운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전 프레
임에서 현재 프레임까지의 위치로 모든 픽셀의 프래그

* 구두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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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들을 생성한다. 지나가는 위치마다 픽셀의 정보(깊
이, 시간, 색상 등)를 포함하고 있는 프래그먼트를 링크
드리스트에 추가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픽셀의 지나가는
픽셀 위치를 찾고 그 해당 위치 마다 프래그먼트를 저
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첫 번째 렌더링 패스를 마친다.
nd

2.2. 두번째 렌더링 패스(2

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 알고리즘의 결과 이미
지는 한 프레임의 구간을 32개의 시간 구간으로 나눈
결과의 이미지이며 Reference 이미지는 누적 버퍼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256장의 이미지 샘플로 구성된 결과
이미지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GPU 파이프라인을 이용
하여 순방향알고리즘을 구현해냈고 실시간으로 렌더링
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방향이 겹치는 순간에도 아티
팩트가 생기지 않고 정답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품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Rendering pass)

4. 결론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현재
GPU 파이프라인에서 구현 가능한 순방향 모션블러 렌
더링 방법을 구현하고 누적버퍼 알고리즘의 결과와 매
우 유사한 결과 이미지를 얻었다. 특히 포스트 프로세싱
알고리즘의 문제점인 여러 방향의 모션에서 발생하는
아티팩트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게임과 가상환경 및 3D
인터페이스 환경 등 다양한 그래픽스 분야에서 좋은 품
질의 모션블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
문의 그림 3에서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장면 안에 처
리할 프래그먼트 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 프레임 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2차 렌더
링 패스에서 처리할 데이터 프래그먼트를 미리 걸러내
는 알고리즘을 개선할 연구를 할 계획이다.

그림 2: 2nd 렌더링 패스 순서도

본 논문의 두 번째 렌더링 패스에서 해상도 크기만큼
풀 스크린(Full Screen) 렌더링하여 각 픽셀당 리스트에
있는 프래그먼트들간의 깊이 값과 시간 값으로 가시성
검사를 수행하여 정해진 시간 구간에 따른 장면마다 가
장 가까운 프래그먼트를 찾아낸다. 결과적으로 여러 프
래그먼트 색상의 평균을 픽셀에 표시한다. 그림 2 좌측
에는 두 번째 렌더링 패스에서 하는 일의 순서도를 보
여준다. 우측은 가시성 검사의 결과의 간단한 예시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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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Ours

Reference

32 sample / 85fps

256 samples

32 sample / 40fps

256 samples

그림 3: 누적 버퍼 알고리즘과 비교

본 실험은 Geforce GTX 980 Ti 6GB RAM, Core i5
CPU 3.4GHz과 16GB RAM이 탑재된 컴퓨터에서 수행
됐다. 모든 결과의 이미지는 퐁-쉐이딩(Phong Shading)
을 이용했다. 스크린샷의 해상도는 1024 x 768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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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ℤ!"" ≔ 4ℤ! + { 0,0,0 , 2,2,2 }

본 논문은 BCC(Body-Centered Cubic) 사면체 구조에서
메시기반의 등가면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메시구
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면체 구조의 위상정보(topology)
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BCC 사면체
구조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부가적인 참조 없이 연결정
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GPU(Graphics Processing
Unit)에서 실시간으로 등가면을 추출하여 곡률렌더링, 실
루엣 렌더링 등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인덱싱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각 인덱스로부터 아
래 설명과 같이 해당 구성요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
다.
본 방법은 교차점을 구하는 edge testing과 삼각형을 추
출하는 marching tetrahedra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2.1.

1. 서 론

Edge Testing

본 과정에서는 모든 엣지에 대해 등가점이 있는지 검사
한다. BCC 사면체구조의 엣지는 방향에 따라 표 1과 같
이 모두 7종류가 있고, 엣지의 인덱스로부터 해당 엣지
의 방향 및 양 끝 정점의 인덱스도 알아낼 수 있다. 이
렇게 구한 두 정점의 데이터로부터 교차점의 존재여부
를 판단하고, 존재하는 경우 엣지의 인덱스를 키값으로
하여 교차점의 좌표를 저장한다. 이 과정을 통해 버텍스
버퍼가 만들어진다.

Marching tetrahedra 알고리즘[1]은 사면체 단위로 삼각형
을 구성하여 표면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방식은
표면 추출시 기준이 되는 다면체가 사면체이므로 참조
테이블의 크기가 작고, marching cubes 알고리즘의 모호한
셀(ambiguous case)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
진다. 초기의 marching tetrahedra는 카티시안 격자의 각
정육면체셀을 6개의 사면체로 분할하여 삼각형을 추출
하는 방식이었다.
BCC격자는 tetragonal disphenoidal[2]이라는 사면체로 이
루어진 고유의 구조를 갖고 있다. Chan과 Purisima[3]는
이러한 BCC 사면체구조에 marching tetrahedra를 적용하
여 등가면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BCC 사면체구조가 가지는 규칙성을 이
용하여 테이블 참조도를 낮추고 연결된 메시 구조의 결
과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표 1 : 인덱스에 따른 엣지의 종류. (𝑖, 𝑗, 𝑘) ∈ ℤ!""
엣지 종류
엣지 인덱스
𝑥-axis-aligned
(𝑖, 𝑗, 𝑘) + 2,0,0
𝑦-axis-aligned
(𝑖, 𝑗, 𝑘) + 0,2,0
𝑧-axis-aligned
(𝑖, 𝑗, 𝑘) + 0,0,2
diagonal along (1,1,1)
(𝑖, 𝑗, 𝑘) + 1,1,1
diagonal along (−1,1,1)
(𝑖, 𝑗, 𝑘) + −1,1,1
diagonal along (1, −1,1)
(𝑖, 𝑗, 𝑘) + 1, −1,1
diagonal along (1,1, −1)
(𝑖, 𝑗, 𝑘) + 1,1, −1

2.2. Marching Tetrahedra

2. 알 고 리 즘

각 사면체를 순회하며 삼각형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사
면체는 모두 합동이고 6개의 치환(permutation)에 대응하
여 표 2와 같이 6개 중 하나의 인덱스를 갖는다.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BCC사면체구조의 각 구성
요소(엣지, 정점, 사면체)의 중점을 각각의 인덱스로 사
용하고 별도의 테이블없이 인덱스로부터 직접 연결정보
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때, 모든 인덱스가 정수형태가
되도록 BCC 격자를 다음과 같이 2배 크게 정의한다.

표 2: 6각 사면체에 대응되는 6개의 사면체 인덱스.
(𝑖, 𝑗, 𝑘) ∈ ℤ!"" 이다.
(𝑖, 𝑗, 𝑘) + 0,1,2
(𝑖, 𝑗, 𝑘) + 1,2,0
(𝑖, 𝑗, 𝑘) + 2,0,1
(𝑖, 𝑗, 𝑘) + 0,2,1
(𝑖, 𝑗, 𝑘) + 1,0,2
(𝑖, 𝑗, 𝑘) + 2,1,0

* 구두발표논문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61104200)

이 중 기준사면체(reference tetrahedron)를 하나 선택하여
이에 대한 등가면추출 참조테이블을 만들었고,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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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용하여 등가면을 추출한다. 이 때, 메시형태의 등가면을
추출하기 위해 삼각형의 정점은 교차점의 좌표가 아닌
해당 교차점의 엣지 인덱스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나머
지 5개의 사면체의 경우 기준사면체에 치환 행렬을 적
용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치환행렬에 의해 사면체의
방향성이 그림 2처럼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조테
이블로부터 삼각형의 세 정점을 가져올 때 이를 고려해
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인덱스 버퍼를 생
성하게 된다.

v1

본 논문에서는 BCC 사면체구조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엣지 및 사면체의 중점좌표를 인덱스로 사용하고 이로
부터 부가적인 테이블 없이 직접 연결정보를 얻어 메시
형태의 등가면을 추출하는 변형된 marching tetrahedra를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수프 형태에 비해 등가면데이터
의 양을 50% 정도 줄었고, 다양한 NPR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기법은 참조테이블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인덱스 연산을 통해 연결정보를 얻기 때문에 단순
반복되는 계산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구조는 반복
되는 단순 계산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테이블을 참조
하는 비용이 큰 GPU를 활용한 최적화에 적합한 구조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OpenCL(Open Computing
Language)이나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등을 이용하여 최적화 하여 실시간 등가면 렌더링 모듈
을 구현할 계획이다.

v1

v2

v3 v2

v3

v0

v0

(a)
(b)
그림 2: 치환 행렬에 의해 결정되는 두 가지 사면체의 방
향성: (a) 0,1,2 , 1,2,0 , (2,0,1) (b) 0,2,1 , 1,0,2 , (2,1,0)

3. 결 과
결과 비교를 위해 2563 크기의 Engine 모델, 323 크기의
Bucky 모델을 사용하였다.(출처 “The Volume Library”
http://lgdv.cs.fau.de/External/vollib/) 그림 3에서 보이듯, 전
체 메모리 사용량(버텍스버퍼 + 인덱스버퍼)이 수프 형
태의 절반 정도인 결과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다뤄야할 데이터 양이 적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등가면이 메시형태로 추출되기 때문에 (그림4)
와 같이 다양한 NPR(Non-Photorealistic Rendering)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h`BM;H2 aQmT

(b) Silhouette Rendering

(c) Gaussian Curvature

(d) Mean Curvature

h`BM;H2 J2b?

36
27

그림 4: 메시 연결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렌더링 결과. 1283 크
기의 Dragon 모델(출처 GPU Gems 2)을 본 논문의 방식을 이용
하여 표면을 추출한 뒤 적용하였다.

18
9
0

(a) Phong Sh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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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참고문헌

225

UV 1M;BM2

0.75

[1] Akio, Doi, and Akio Koide. An efficient method of tria
ngulating equi-valued surfaces by using tetrahedral cells. I
EIC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and Systems 74.1,
pp. 214-224, 1991.
[2] Coxeter, H. S. M. Regular Polytopes (3rd ed.), Dover
Publications, 1973.
[3] Chan, S. L., & Purisima, E. O. A new tetrahedral tesse
lation scheme for isosurface generation. Computers & Grap
hics, 22(1), pp. 83–90. 1998

0.56
0.38
0.19
0
15

85

155

225

U#V "m+Fv

그림 3: 등가값에 따른 수프형태와 연결된 메시 형태의 메모
리 비교. (X축 : 등가값, Y축 : 메모리 사용량(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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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3차원 컨볼루셔널 희소코딩을 이용한 확률적 볼륨렌더링*
최준영0, Tran Minh Quan, 정해진, 정원기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울산과학기술원
(juny0603, quantm, goodhen2, wkjeong)@unist.ac.kr

Probabilistic Volume Rendering using Hierarchical 3D Convolutional Sparse Coding
JunYoung Choi0, Tran Minh Quan, Haejin Jeong, Won-Ki Jeong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onology

요약

2. 계층적 3차원 CSC를 이용한 확률적 볼륨렌더링

본 논문은 [1]에서 소개한 고차원 특성벡터 기반 볼륨렌더
링 시스템에 계층적 3차원 컨볼루셔널 희소코딩(Hierarchical
3D Convolutional Sparse Coding: H-CSC)과 확률적 다중
전이함수를 적용하여 시각화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2], [3]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는
유저스터디를 진행하여, 제안한 방법의 사용성과 시각화 품질
을 검증하였다.

2.1. 계층적 3차원 컨볼루셔널 희소코딩
계층적 3차원 CSC의 핵심 아이디어는 CSC에서 학습하는
지역 정보가 필터의 크기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세 종류의 필터 크기(
)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2
는 알파벳 데이터에서 다중 스케일로 추출한 필터를 나타낸
다. 가장 작은 크기의 (a)에서는 알파벳의 모서리와 같은 지
역적 특징을 학습하였고, 중간 크기의 (b)에서는 알파벳의 일
부분을 학습하였다. 가장 큰 (c)는 알파벳 전체 형태를 학습
할 수 있었다. 즉, 다양한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여 사전을 구
성하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
고, 이는 결과적으로 복셀의 분류 정확도의 향상을 가져온다.

1. 서론
3차원 볼륨 데이터의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
이함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1]에서는 인공지능
의 자율학습 방법(3D CSC[4])과 지도학습 방법(인공신경망)
을 활용한 효과적인 볼륨렌더링 방법이 소개되었다. [1]에서
제안한 방법은 입력 볼륨으로 학습한 3차원 CSC 기반의 고
차원 특성벡터와 사용자 입력을 이용하여 볼륨의 구조를 자
동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에 고정된 크기의
필터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가 정해진 크기의
지역만큼의 정보만 학습할 수 있어 주어진 데이터의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3
차원 CSC를 적용하여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목할 만한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그림 2: Alphabet 데이터에서 추출한 멀티 스케일 필터

또다른 중요한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크기의 원소간에 종속
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이전 단계에서의 뉴런 활성화
가 다음 단계의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CNN)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 두 아이디어를 통해 계층적 3차원 CSC를 제안한다. 세
종류의 크기(
)의 사전( , , )을 사용하고, 이전
단계의 사전을 통해 복원한 볼륨은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주
어진다. 이는 아래 식과 같다.

그림 1: 계층적 3차원 CSC를 이용한 확률적 볼륨렌더링 개요도
* 구두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
은 IEEE Visualization Conference 2017에 발표될 예정임
* 본 논문은 2016년도,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
과학창의재단(2016년도, 2017년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렇게 추출해낸 계층적 특성을 통해 각 복셀 당 계층적 고
차원 특성 벡터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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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률적 전이함수
[1]에서 복셀 분류 후에 데이터 값에 기반한 1차원 전이함
수를 통해 각 복셀에 시각적 정보를 부여하던 방식과 달리,
본 방법은 인공지능 분류기가 부여한 복셀이 각 라벨에 속할
확률을 기반으로 시각적 정보를 부여하는 확률적 전이함수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각 라벨에 속할 확률(0~1)을 시각적 정
보(색상, 투명도)로 매핑시키는 확률적 전이함수를 통해 각
라벨의
확률을
기반으로
색상과
투명도를
지정
,
)할 수 있고, 각 복셀
(
(v)이 가지는 확률에 따라 이들 정보가 합쳐지게 되어 최종
색상(v.Color)과 투명도(v.Alpha)를 아래 식과 같이 결정한다.

4. 시각화 결과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2], [3]의 방법과 본 논문의 방법의
시각화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방
법은 [2], [3]의 방법에 비해 효과적인 노이즈의 감소를 보여
주었으며, 데이터의 각 구조들을 더 정확하게 분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색상과 투명도들을 관선 투사 법을 통해 투사
하여 최종 시각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 방법은 각 라벨에
속할 확률을 통해 시각적 정보를 보간 함으로써 블록화 현상
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5: 왼쪽부터 입력 데이터, [2]방법, [3]방법, 본 논문의 방법의
시각화 결과. 위에서부터 256x256x256 크기의 MRI-Kiwi, MRTAneurysm, EM-Mouse 데이터

3. 사용자 평가
본 방법의 사용성과 시각화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30명의
참가자에게 기존의 방법([2], [3])과 본 방법을 주어진 시나
리오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3.1. 실험 설계
참가자들은 [2]의 3차원 전이함수(P1)와 페인팅 기반의 볼
륨렌더링(P2)을 사용하게 되며, 3가지 태스크(T1, T2, T3)를
진행하게 된다. T1과 T2는 알파벳 a와 b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이며, 모범답안과 복셀이 99% 이상 일치하게 시각화
하여야 하고 소요시간이 측정된다. T3는 CT 촬영을 통해 얻
은 치아 데이터 이며, 주어진 시간(10분) 동안 모범답안과 최
대한 유사하게 시각화 하여야 한다.

그림 6: CT-Bonsai(왼쪽), CT-Tooth(오른쪽) 데이터의 본 논문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각화한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의 시각화 결과를 얻기 위해 [1]의 시
스템을 계층적 3차원 CSC로 확장하고, 확률적 전이함수를
도입하였으며, 유저스터디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향후 더 큰 볼륨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이 방법을 대규모
병렬 컴퓨팅 시스템으로 확장할 것이며, 매쉬 분류, 표면 재
구성과 같은 계층적 3차원 CSC를 통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스 분야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림 3: 왼쪽부터 T1, T2, T3에 대한 입력, 모범 답안

3.2. 실험 결과
P1을 사용했을 때, T1, T2에 대한 평균 소요시간은 63.8초,
129.1초 이고, P2를 사용했을 때, T1, T2에 대한 평균 소요
시간은 78.7초, 71.2초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P1은 태
스크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렸지만, P2
는 태스크의 난이도가 높아져도 일정 시간 안에 주어진 태스
크를 완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3에 대해 [2], [3] 방법과 본 논문의 방법의 정확도의 평
균은 0.450, 0.737, 0.841로 나타났으며, 일원분산분석과
Fisher’s LSD 사후 검증 방법을 통해 본 논문의 방법이 [2],
[3]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통해, 본 논문 방법의 성능을 검증 하였다.

참고문헌
[1] 최준영, Tran Minh Quan, 정원기. "고차원 특성을 활용한 확
률적 볼륨 렌더링."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학술대회,
(2016.7): 66-67.
[2] J. Kniss, G. Kindlmann, and C. Hansen. Multidimensional transfer
functions for interactive volume rendering.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8(3):270–285, July 2002.
[3] K. P. Soundararajan and T. Schultz. Learning Probabilistic Transfer
Functions: A Comparative Study of Classifiers. Computer Graphics
Forum, 34(3):111-120, June 2015.
[4] T. M. Quan and W.-K. Jeong. Compressed sensing dynamic MRI
reconstruction using GPU-accelerated 3D convolutional sparse coding.
In Proceedings of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 (MICCAI), pp. 484–492, 2016.

그림 4: 태스크 1, 2에 대한 프로그램 1, 2의 걸린 시간(왼쪽),
태스크 3에 대한 [2], [3], 본 논문의 방법의 정확도(오른쪽)

- 44 -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17 학술대회 학술발표집

게으른 잔여값 평가를 통한 GPU기반 켤레 기울기법의 최적화*
이상빈0 , 유동한, 차익훈, 고형석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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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for GPU Based Conjugate Gradient Method Using Lazy Residual Evaluation
Sang-bin Lee, Dong-han Ryu, Ig-hun Cha, Hyeong-seok Ko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GPU상에서 켤레기울기법을 이용한 선형
시스템의 해결과정을 최적화하여 더 빠르게 결과를
얻게 하는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Nvidia의
GPU를 이용한 병렬 아키택쳐인 CUDA와 병렬 산술
연산 라이브러리인 cuBLAS를 이용한 가장 단순한 형
태의 켤레기울기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에서 보여진 두 곳의 GPU 유휴 상태를 없애기 위해
포인터모드의 변경과 “게으른 잔여값 평가”방법을 제
안한다. 이 방법은 모든 세대의 Nvidia 그래픽 카드에
서 사용 가능하며, 기존 방법 대비 최대 240%의 성
능향상을 보였다.

그림 1: 일반적인 GPU 켤레기울기법의 시간 분석

2. 기존 CUDA/cuBLAS기반 켤레기울기법의 분석
그림 1은 CUDA와 cuBL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가
장 단순한 방식의 켤레기울기법의 한번의 반복 구간 안
에서 커널들이 호출되는 과정을 디버거를 이용하여 시
각화 한 것이다. 두 군데에서 GPU의 유휴 상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반복 구간의 시작부분에서, 다른 하
나는 반복 구간의 중간-정확히는 cuBLAS의 내적 커널
실행 이후에 존재한다. GPU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GPU가 유휴 상태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1. 서론
수치해석학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반복 해결법인 켤레기울기법을 이용하여 희소 선형시스
템을 푸는 일이다. 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수치해석학에서 풀게 되는 희소 선형시
스템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를 빠르게 풀기
위해 병렬 하드웨어인 GPU자원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최적화 연구에서는 연산단위에서의 최적화
를 꾀한다. 주로 가장 큰 시간이 소요되는 연산인 희소
행렬-백터 곱 연산(SpMV)의 최적화를 위해 희소행렬의
새로운 자료구조를 제안하거나, 연산과정의 수정을 거친
다.[1]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 과정은 이식성을 떨어뜨
리고, 전처리과정을 거치는 비용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 되어온 자료구조와 연산
방식의 변경없이 사용 가능한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개별 연산의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켤레기울
기법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
서 보여지는 손실들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두가지 방
법론을 제안한다.

3. GPU 유휴 상태 시간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론

* 구두 발표논문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No.2015R1A2A
1A10055178), 2017년도 두뇌한국21플러스사업, 서울대학교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ASRI)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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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uBLAS의 포인터 모드 변경
cuBLAS의 내적 연산 이후 발생한 유휴 상태의 원인
은 내적 연산의 결과를 CPU가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
한다. 이는 cuBLAS 라이브러리의 기본 설정이 계산 결
과를 호스트로 가져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로 인
해 CPU는 켤레기울기법의 반복 구간 전체를 한번에 스
케쥴링 할 수 없으며, 계산결과가 호스트로 전달되는 비
용까지 감수해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uBLAS 라이브러리의 포인
터 모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CUDA
4.0버전의 cublas_v2.h에 포함된 설정 변경을 위한 API
인 cublasSetPointerMode의 호출로 가능하다.[2] 입력
매개변수 mode를 CUBLAS_POINTER_MODE_DEVICE
로 설정하면 cuBLAS API들의 계산 결과들이 호스트가
아닌 디바이스상에 저장되게 된다. 이 설정을 바꾸는 것
만으로 반복 구간 중간에 보인 유휴 상태를 완전히 없
애는 것이 가능하다.
3.2. 게으른 잔여값 평가
반복 구간 시작부분에 보이는 유휴 상태의 원인은
CPU가 GPU 커널들을 호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
으로 매 반복 마다 발생한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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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보면, CPU는 매번 반복 구간을 마친 이후 계산된
잔여값과 정해놓은 한계 값을 비교하여 잔여값이 충분
히 작으면 계산을 마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복 구
간에 다시 진입하여 GPU 커널들을 호출하게 된다. 이
러한 판단들이 CPU에서 진행되는 동안 GPU는 계속 유
휴 상태인 것이다.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른 잔여값
평가”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게으른
잔여값 평가는 CPU가 반복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판
단을 매 반복 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다섯번, 많
게는 수십 번의 반복이 진행된 이후에 한번씩 하게 하
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켤레기울기법의 수렴에
단 한번의 반복이 아닌 많은 수의 반복이 필요한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 시간을 측정하여 가장 느린 결과를 100%로 놓고 나
머지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성능향상을
보였던 실험의 결과를 그림 3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42k개의 질점을 갖는 의복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여러
가지 방법과 플랫폼으로 푼 결과(배정밀도 사용)

실험의 결과, 디바이스 포인터와 게으른 잔여값 평가
방법을 모두 사용한 켤레기울기법은 가장 단순한
CUDA/cuBLAS 켤레기울기법에 비교하여 최소 5%에서
최대 240%까지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일부 실험에서
는 동적 병렬화 기능에 비하여 낮거나 비슷한 성능향상
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동적 병렬화는 CUDA
계산 능력 3.5이상을 요구하므로 모든 종류의 그래픽카
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디바이스 포인터와 게으른
잔여값 평가 방법은 모든 세대의 그래픽카드에서 사용
이 가능하므로 장점이 있다.

그림 2: 수정된 Secant방법을 이용한 진행 크기 결정

한번에 진행할 반복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Secant 방
법을 변형하여 사용한다. 그림 2에서 보이듯 두 구간에
서 계산된 잔여값의 연장선과 y tol 의 교점의 x 값
이 다음 진행이 종료되는 시점이 된다. 여기서 tol 은
사용자가 설정한 켤레기울기법의 수렴 조건을 결정하는
한계 값이다. 이 때 초반에 발생하는 너무 큰 기울기는
게으른 잔여값 평가의 효과를 없애게 되고, 너무 작은
기울기는 필요이상의 반복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당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두어 문제를 예방한다.

5. 결론
우리는 기존의 자료구조와 연산 방식의 수정 없이
GPU를 이용한 켤레기울기법을 최적화 하였다. 이를 위
해 가장 단순한 형태로 구현된 켤레기울기법이 진행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여, 그 안에서 매 반복마다
발생하는 두 군데의 GPU 유휴 상태의 존재를 확인하였
다. 각 유휴 상태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두가지 방법인 포인터 모드의 변경과 게으른 잔여값 평
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포인터 모드를 디바이스로 변경
하여 반복 중간에 발생하는 유휴를 완전히 제거하였으
며, 게으른 잔여값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반복 초반에
발생하는 유휴 상태의 시간을 줄였다. 이를 통해 기존
방법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240%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동적 병렬화 기법을 통해 구현된 켤레기울기
법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성능향상을 보인 실험도 있었
지만, 동적 병렬화는 하드웨어 의존도가 존재하는 반면
제안된 방법은 하드웨어 의존도가 없어 모든 Nvidia 그
래픽카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 결과
위 실험은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가지 크기의 선형시
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플랫폼은
4종류의 CPU(intel i7-860, i7-3770k, i7-4770, i76700)와 3종류의 GPU(Nvidia GeForce GTX 780Ti,
GTX 970, GTX Titan X)이며, CPU는 OpenMP를 활성화
/비활성화 하여 실험하였고, GPU는 포인터 모드 변경과
동적 병렬화로 구현된 켤레기울기법, 게으른 잔여값 평
가 방법을 활성화/비활성화 하여 실험하였다. CPU와
GPU모두에서 단일정밀도/배정밀도를 변경하여 실험하
였다. 사용된 행렬로는 의상시뮬레이션의 한 프레임에서
선형시스템을 추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의상시뮬레이
션 모델은 [3]을 사용하였다. 범위성 측정을 위해 질점
의 개수를 10k, 42k, 118k, 256k등으로 변경시켜가며
실험하였다. 프리컨디셔너는 Jacobi를 사용하였고, 한계
값은 10 으로 설정하였으며, 게으른 잔여값 평가의 최
소값은 5, 최대값은 50으로 설정하였다. 수렴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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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에 우리는 제안한 미로 가상 공간
에서 몰입감 높은 상호작용을 위하여 새로운 시뮬레이
터를 함께 제안한다.

요약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현존감과 경험을 제공하
기 위하여 미로 기반 몰입형 가상 환경(MAVE: Mazebased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MAVE는 유한 미로 생성 알고리즘을 정의하여
다양한 미로 패턴을 매번 새롭게 자동 생성하고, 대화형
편집 기능과 스케치 기반의 미로 재구축 기능을 통해
쉽고 직관적으로 원하는 미로 패턴을 생성하도록 하는
사용자 중심의 미로 지형 저작 시스템을 제안한다. 여기
에 제한된 공간에서 넓은 미로 가상환경을 몰입감 높게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상호작용을 설계한다. 마지막으
로 제안한 MAVE가 멀미 현상 없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현존감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기술적 성능 실험과
설문을 통한 통계적 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2. 미로 기반 몰입형 가상 환경: MAVE
2.1. 미로 지형 저작 시스템
우선 생성된 미로 가상 환경을 체험하는 사용자가 멀미
와 같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
명한 비순환 구조의 다양한 미로 패턴을 매번 새롭게
자동 생성하는 유한 미로 생성 알고리즘을 정의한다[2].
본 연구의 미로 생성 알고리즘을 토대로 계산된 2차원
미로 패턴을 높이맵 기반 지형 생성 기법을 응용하여 3
차원 지형 생성이 가능한 높이 정보 텍스쳐맵으로 생성
한다. 이 과정에서 미로 패턴의 크기에 맞는 상대적인
텍스쳐맵을 자동 생성하여 복잡한 미로 패턴에서도 항
상 같은 벽과 길의 너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림 1은
유한 미로 자동 생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미로 텍스쳐
맵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1. 서론
가상현실은 가상의 환경 속에서 사용자의 오감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사용자에게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한
다. 가상현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시선과 동작의 변화를
감지하여 그에 맞는 화면을 보여주는 HMD(Head
Mounted Display)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사용자의 청각,
촉각과 같은 오감을 만족시켜 몰입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운드나 햅틱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들
이 진행되어왔다[1]. 하지만 햅틱 장비와 같은 하드웨
어 중심의 가상현실 연구는 가상 장면이 표현하는 공간
이 제한적이고 구성도 단순하여 시각적 장면을 통해 사
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현존감과 몰입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현존감과 경험을
제공하는 몰입형 가상 환경으로 미로 가상 장면 생성
* 구두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nimation and Social Agents (CASA) 2017 에 발표 되었음.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
(NRF)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No. 2014R1A1A2055834)
* 학부생 주저자 논문임

그림 1: 유한 미로 자동 생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미로 텍스
쳐맵을 생성하는 과정: (a) 자동 계산된 2차원 미로 패턴, (b)
영상 변환 결과, (c) 체험 가능한 미로 패턴 영상으로 수정,
(d) 상대적 텍스쳐맵 설정의 필요성, (e) 완성된 텍스쳐맵
- 47 -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17 학술대회 학술발표집

두 번째 단계인 대화형 편집 기능은 사용자가 생성된
미로 패턴의 경로 중 일부를 편집하고 싶은 경우를 위
하여 벽과 길을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원이나 대각선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미로 패턴을 저작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으로 스케치 기반 미로 재구축 기능을 제공한다. 그
림 2는 저작 시스템의 스케치 기반 미로 재구축 기능을
통해 미로 가상 환경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제안한 저작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된 MAVE 결과

이다. 이를 기반으로 초당 프레임 수와 폴리곤 수를 측
정한 기술적 성능을 분석한 결과 MAVE의 가상장면이
가상현실 콘텐츠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MAVE의 가상 장면
과 상호작용이 새로운 현존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
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설문은 키보드와 시뮬레이터를 비교하여 세밀하게 분석
하였다. 설문 실험 결과 생성된 MAVE의 가상 장면이
새로운 현존감을 제공하고 제안한 상호작용이 키보드를
통한 일반적인 입력 방식 보다 실제 걷는 느낌의 몰입
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통계적 분석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p-value: 8.378×10-5)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SSQ)[3]를
활용하여 MAVE에 대한 멀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
과, 평균 5.7로 MAVE의 가상장면과 시뮬레이터가 멀미
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스케치 기반 미로 재구축 기능을 통한 미로 가상 환
경 생성 과정: (a) 스케치, (b) 이진화, (c) 모폴로지(닫힘), (d)
텍스쳐맵, (e) 미로 가상 지형(wireframe) (f) 완성된 미로

2.2. 몰입형 상호작용

4. 결론

본 연구는 제한된 체험 공간에서 실제 미로를 체험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제자리 걸음을 감지하여 움직임에
반영하는 아두이노 기반 발목 착용 밴드형 시뮬레이터
를 제안한다. 사용자의 움직임은 그림 3과 같이 양쪽
다리에 자이로 센서(MPU6050)로 구성된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양 센서로부터 감지되는 롤(roll)축과 피치
(pitch)축으로의 기울기 변화를 감지해 제자리 걸음을
판단하여 가상환경에서 걷기 움직임을 구현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현존감과 경험을 제공하
는 몰입형 가상 환경인 MAVE를 제안하였다. MAVE는
다양한 미로 패턴을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구조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미로 지형 저작 시스
템과 미로 가상 환경에서 몰입감 높은 상호작용을 위한
제자리 걸음 시뮬레이터를 설계하는 두 가지 핵심 구조
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제안한 MAVE가 사용자에게 새로운 현존감과 몰
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멀미 없이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Cristiano Carvalheiro, Rui N´obrega, Hugo da Silva, and
Rui Rodrigues, User redirection and direct haptics in virtual
environments, In Proceedings of the 2016 ACM on Multimedia
Conference, MM ’16, pp.1146–1155, New York, NY, USA, 15–
19 October 2016. ACM.
[2] K. Jeong and J. Kim, Event-centered maze generation
method for mobile virtual reality applications, Symmetry,
8(11):120, 2016.
[3] Robert S. Kennedy, Norman E. Lane, Kevin S, Berbaum,
and Michael G. Lilienthal,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An
enhanced method for quantifying simulator sickn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viation Psychology, 3(3):203–220,
1993.

그림 3: 제안하는 시뮬레이터의 제자리 걸음 감지 구조

3. 실험 및 분석
그림 4는 MAVE의 저작 시스템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
한 패턴의 미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래픽적 요소를
추가하여 다양한 연출의 미로 가상 환경을 구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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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미로 가상 환경 연구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원형 미로 가상환경 구축을 위한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요약
본 연구는 새로운 몰입형 가상현실을 위하여 높은 현존
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가상장면을 생성하는 원형 미
로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사각 패턴과 같이 단조
로운 구조로 한정된 기존의 미로 가상 환경 연구의 한
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원형 미로 패턴을 자동으로 생성
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미로
가상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제안한 원형 미로 생성
기법을 통해 경로가 존재하는 2차원 미로 패턴을 자동
으로 생성하고, 미로 텍스쳐 맵을 활용하여 3차원 미로
가상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원형 미로 생성 알고리즘
제안하는 원형 미로 생성 알고리즘은 다양한 크기, 패턴
의 원형 미로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형 미로 패턴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과정과 이
를 토대로 3차원 미로 지형을 재구성하기 위한 미로 텍
스쳐 맵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설계한다.
우선, 원형 미로 생성 알고리즘의 미로 패턴 계산은
Lee et al.[2]의 미로 생성 알고리즘의 유한 미로 패턴
계산 방법에서 사용한 길과 벽으로 구분된 셀 기반 방
법을 활용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원형 미로의 반지름을
입력하면, 중간점 원 드로잉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원형
미로의 벽 셀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바깥 원부터
일정한 간격(  )으로 원형 미로의 벽을 반복 계산한다
(그림 1(a)). 그런 다음 미로의 시작과 끝이 될 입구를
결정한다. 이때, 사용자는 입구의 수를 입력하고, 가장
바깥 원부터 입구의 수만큼 벽 셀을 회전시켜 통로를
만들어간다.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바깥
원에서 입구의 시작이 될 셀을 입구의 수만큼 임의로
선택한다. 그런 다음 선택된 셀에서 원형 벽사이의 간격
(  )만큼의 벽 셀을 반시계 방향으로 선택하여 안쪽 원
형 벽과 닿을 만큼 회전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회전 변
환된 벽 셀이 안쪽 원형 벽과 닿은 지점의 벽 셀을 찾
고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그림 1(b)).
입구가 존재하는 원형 미로 패턴을 계산하고 나면, 다음
은 3차원 미로 지형을 자동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미로
텍스쳐 맵을 생성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는 Lee et
al.[2]이 제안한 미로 텍스쳐 맵 생성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우선, 계산된 원형 미로 패턴의 셀 정보를 같은
크기의 영상으로 변환한다. 이때 길 셀의 화소 값은 0,
벽 셀의 화소 값은 128로 설정하였다(그림 1(b)). 그런
다음 3차원 미로 지형 주변의 풍경을 표현할 수 있는
여백을 적절히 설정한다(그림 1(c)). 원형 미로 패턴에
대한 영상이 완성되면, 미로 벽의 두께를 조절하여 길과
벽의 간격이 유사하도록 설정한다. 여기서 영상처리 모
폴로지 연산 가운데 팽창 연산을 수행하여 벽의 두께를
조절하게 된다(그림 1(d)). 마지막으로 높이 맵의 역할

1. 서론
가상현실은 사용자에게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오감을 만족시
키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몰입형 가상현실
은 이러한 감각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마치
실제처럼 느끼도록 제공한다. 여기서 현존감의 개념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의해 생성된 가상세계에 있는 것
(“being there”)처럼 느끼는 현상을 나타낸다[1].
사용자가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현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는 우선 입체적인 영상 정보를 전송하여 시각적 감각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HMD(Head Mounted
Display)와 같은 장비들이 활용된다. 여기에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 움직임 등을 감지하
여 가상현실 객체들 또는 배경과 실제와 같은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체 관절의 움
직임을 정확히 감지하여 가상환경에 사실적으로 표현시
키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 촉각 등의
물리적 반응을 피드백하는 햅틱 시스템과 모션 플랫폼
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
이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학, 신경과학,
사회 현상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1].
가상현실 장면은 사용자의 시각을 만족시켜 현존감을
* 구두발표논문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NRF)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No. 2014R1A1A2055834)
* 학부생 주저자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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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 1024⨉1024 해상도의 미로 텍스쳐 맵을
최종적으로 생성한다(그림 1(e)). 알고리즘 1은 본 연구
의 원형 미로 생성 알고리즘을 정리한 것이다.

Geforce GTX 1080 GPU를 탑재하고 있다.
그림 2는 제안한 원형 미로 생성 기법을 통해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원형 미로기반 텍스쳐 맵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 미로
텍스쳐 맵을 자동 생성하고 이를 통해 3차원 미로 지형
역시 자동으로 생성하게 된다. 여기에 컨셉에 맞는 그래
픽적 요소를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였다.

 ← radius of circular maze
 ← the number of maze entrances
procedure Circular Maze Generation (    )
 ← spacing between circles
while    do
(1) wall cell determination using midpoint circle
drawing algorithm

    
end while
 ← the number of drawing circles
(2) generate entrance from the outer circle by 
for i=    do
for j=   do
select cell by  in entrance start cell
rotate selected cells
end for
end for
(3) convert maze pattern to image of the same size
(4) set border for landscape
(5) dilation operation for wall thickness


(6)  ×  resize image
end procedure

그림 2: 원형 미로 생성 결과

그림 3은 오큘러스 DK1 HMD를 활용하여 원형 미로
체험환경을 구축한 결과이다. 사용자는 HMD를 착용하
여 제작된 원형 미로 가상환경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알고리즘 1: 원형 미로기반 텍스쳐 맵 생성

그림 1은 제안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3차원 미로 지형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미로 텍스쳐 맵을 자동으로 생
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원형 미로 가상환경 체험 환경

4.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현존감과 경험을 제공하
는 몰입형 가상현실을 위하여 원형 미로 생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미로 가상현실이 가
지는 미로 패턴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원형 미로
패턴을 쉽고, 직관적인 구조에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미로 패턴의 크기와 입구를 설정
하면 이에 부합한 미로 패턴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이를
텍스쳐 맵으로 변환하여 3차원 원형 미로 지형까지 자
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형
미로 지형으로 구성된 몰입형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제안한 원형 미로기반 가상현실 환경이 사용자에
게 제공하는 몰입감, 현존감을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분
석함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그림 1: 원형 미로 생성 알고리즘기반 텍스쳐 맵 생성 과정;
(a) 원형 벽 생성, (b) 입구 설정, (c) 여백 추가, (d) 팽창 연
산, (e) 1024⨉1024 텍스쳐 맵

3. 실험 및 분석

참고문헌

제안하는 원형 미로 생성 기법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13, OpenCV 2.4.11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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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른 대상에 대한 3차원 기하
정보를 정확하게 복원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기존 연구에서 좀더 다양한 스캔 대상을 다룰 수
있도록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 가장 적합한 템플
릿 메쉬를 자동으로 제안해 줄 수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주어지면 미리 학습된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을 통해 그 데
이터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고 그 분류 결과에 따라 적
합한 템플릿 메쉬를 제안한다.

요약
본 논문은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데이터가 주어
졌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메쉬 타입을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복셀화(voxelization)를 통해 특징 벡
터를 생성하고 그 특징 벡터로부터 메쉬 타입을 예측하
는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을 구현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은 5가지의 메쉬 타입에 대해
94.64%의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여준다.

1. 서론
현실 세계의 실제 객체에 대한 정확한 3차원 기하정보
를 컴퓨터 상에서 복원하는 것은 사실적인 3D 콘텐츠
제작하거나 정교한 3D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제
조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3차원 기하정보는 3D 스캐닝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 객체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point cloud)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곡면
정보를 복원하여 생성된다. 하지만 스캐닝 장비 자체의
제한된 인식 범위와 스캔 중 대상 객체의 움직임 등으
로 인해 3D 포인트 데이터에 대한 잡음과 누락이 발생
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정확한 3차원 기하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전에 주어진 템플릿 메쉬(mesh)를 입력 포인트 클라
우드에 적합(fitting)시켜서 대상 객체에 대한 3차원 기
하정보를 복원하는 것이다[1,2].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는 하나의 템플릿 메쉬만을 사용함으로써 스캔 대상에
대한 제약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람 얼굴에 대한 템플릿
메쉬를 사용하는 경우 사람 얼굴 외에 자동차와 신발과

그림 1. 시스템 개요.

2.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3D 스캔(3D
Scan), 템플릿 메쉬 제안(Template Mesh Suggestion),
3D 복원(3D Reconstruction) 컴포넌트로 구성된다(그림
1). 첫 번째 컴포넌트는 실제 객체를 스캔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생성한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MLP
를 통해 입력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메쉬 타입을
분류하고 그 메쉬 타입에 해당하는 템플릿 메쉬를
Mesh DB로부터 찾아서 3D 복원 컴포넌트에 전달한다.
세 번째 컴포넌트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템플릿 메쉬가
주어지면 템플릿 메쉬를 포인트 클라우드에 적합 시켜
서 최종 출력 메쉬(output mesh)를 생성한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컴포넌트는 기존 연구들[1,2]을 통해 구현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메
쉬 타입을 구하기 위한 MLP의 구성과 학습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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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좀더 자세하게 다룬다.

3. MLP 기반의 분류
본 단락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MLP의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3.1절)과 포인
트 클라우드에 대한 분류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MLP의
구성 및 학습 방법(3.2절)에 대해 설명한다.

3.1. 입력 데이터 생성
그림 3. 3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된 MLP.
포인트 클라우드 P
∈ |
1,2, … , 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에 대한 3차원 Axis-Aligned Bounding Box
(AABB)를 구하고 그 AABB를 각 축에 대해 21등분하
여 3차원 격자 박스를 생성한다(그림 2). 격자 박스의
각 셀에 대해 한 개 이상의 포인트 ∈ P가 있다면 1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할당하여 입력 포인트 클라
우드의 기하 정보를 이진 코드로 표현하는 9261( 21
21 21 )차원의 특징 벡터(feature vector)를 생성한다.
이러한 복셀화(voxelization)를 통해 생성된 벡터는
MLP의 입력으로서 사용된다.

dataset
head
gun shoe
car airplane
학습용
25
10
10
10
15
테스트용
5
2
2
2
3
표 1. MLP의 학습(첫 번째 행)과 테스트(두 번째 행)에
서 사용된 각 메쉬 타입 별 메쉬 데이터 개수.

4. 실험 결과
MLP는 Tensorflow 프레임워크[3]의 DNNClassifier
(Deep Neural Network Classifier)를 사용하여 구현하였
고 MLP 학습은 Intel Core TM i7 프로세서(4.2GHz, 코
어 4개), 32GB RAM 및 NVIDIA GeForce GTX 1060 그
래픽카드로 구성된 PC에서 수행되었다. 학습된 MLP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3.2절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에 사용된 메쉬 데이터를 제외한
14개의 메쉬 데이터로부터(표 1 참고) 총 56개의 포인
트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과다 적합(overfitting)을 방
지하기 위해 MLP 최적화의 반복 횟수를 변경하며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20,000번의 반복 횟수에 대해 94.64%
의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그림 2.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AABB(왼쪽)와
AABB를 각 축으로 21등분한 3차원 격자 박스(grid
box).

3.2. MLP 구성과 학습
본 논문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분류를 위해 9261개
의 노드를 가진 입력층(input layer), 각각 20개, 30개,
20개의 노드를 가진 3개의 은닉층(hidden layer)과 5개
의 노드를 가진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된 MLP
를 사용한다(그림 3). 출력층의 5개 노드는 MLP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5가지(head, gun, shoe, car, airplane)
의 메쉬 타입 각각에 대한 예측 결과를 출력하는 역할
을 한다.
MLP 학습(training)은 스캔 대상의 방위 변화에 대해
일관된 분류 성능을 유지하도록 5가지 메쉬 타입에 대
한 데이터 70개(표 1 참고)를 y축(up vector)에 대해 0∘,
90∘ , 180∘ , 270∘ 회전시켜서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280개를 가지고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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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를 분류하기 위한
MPL 기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향후 과제로서 좀
더 다양한 종류의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실험과 분석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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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동량에 대해 분석한 연구[1][2]가 있고, 중국의
택시데이터를 파이프 플롯으로 표현하고 각 이동체를
3차원 축으로 확장한 연구[3]가 있다. 이동체의 속도와
이동량을 추가 플롯을 이용해 표현한 연구[4]는 이동체
를 파티클로 표현하여 실제 이동환경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시간에 따른 이동체의 속도와 도로의 정체
구간, 각 속성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연구[5]가 있다. 대
용량의 이동데이터를 시각화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연구[6]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데이터를 시각화하며
각 시각화 방법마다의 장단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관
련연구에서 제시한 시각화 방법들의 기능과 적합성을
판단하여 우리의 시각화 방법에 사용하였다.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물체의 이동
관계와 속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한다. 우리는 베이징 택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
화 결과를 보이고 시각화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유
의미한 정보를 서술한다. 이동체를 군집화 하여 각 군집
간의 이동관계를 시각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1. 서론
이동 데이터는 이동체의 속도, 위치, 시간, 크기 등 다
양한 종류의 변수를 지니고 있다. 대중교통과 스마트폰,
드론 등 많은 이동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으며 새로운
이동수단 혹은 이동 물체의 발견은 이동 데이터 시장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동 데이터는 도로 연결, 트래픽 등
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데이터
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분석가들 큰 도전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동데이터의 시각화방법은 데
이터가 내포한 정보를 분석함에 있어 직접인 영향을 준
다. 이동 데이터의 정보 중 이동체는 시공간요소를 모두
포함 하고 있어 시각화방법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이동체의 이동 특성을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
을 제안한다. 이동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베이징 택시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총 1707대의 택시의 ID와
Datetime, 위도, 경도, 속도 총 5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Datetime은 1분단위로 샘플링 하였다.

3. 시각화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할 베이징 택시 데이터는 시공간 데이
터로 1707대의 택시의 01:00AM부터 10:22AM 까지의
이동경로를 약 57만개의 열로 저장하고 있다. 그림 1
(a)는 택시의 모든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투명도가
6.5%인 점으로 표현하였다. 약 57만개의 점들이 좁은
지역에 뿌려지면서 선명히 붉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
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선명한 붉은색을 띄는 도로는
통행빈도가 높음을 뜻한다. 그림 1 (b)는 택시의 속도가
90km/h 이상인 데이터를 선택하여 시각화 하였다. 전체
데이터의 이동속도 평균이 32km/h인데 반해 상대적으
로 다른 도로와 달리 이동속도가 더 빠른 지역인 (i) 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a)와 (b)에서는 데이터의 시
간속성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시간에 따른 데이터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 (c)와 같이 데이터가
저장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로를 순환하는 파티
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하나의 파티클은 하나의 택시
를 표현하며 총 1707의 파티클을 사용해 택시의 이동
과 밀집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했다. 오전 8시를 기점
으로 (ii)지역의 공항과 베이징 중심부의 이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 관련연구
이동데이터의 특성과 특정 분석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데이터를 시각적 분석하는 연구사례는 현재까
지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우리는 선행 연구에서 이동
체를 지도에 표현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먼저 이동체
의 이동경로를 시각화하여 각 이동개체 마다의 연관성

그림 1(c)의 이동모습을 확인하고 택시 이동데이터가
일정한 군집형태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d)는 시간별 택시데이터의 군집분석 결과로 각군집의
중심점에 군집을 대표하는 대표원을 그린다. 데이터의
오전3시 29분은 11개의 군집으로 분류 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림 1 (e)는 각 군집의 크기를 군집 대표원의
크기로 매핑하였고, 택시의 이동에 의해 군집의 크기가

* 구두 발표논문
* 학부생 주저자 논문임
*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지원(No. R0190-15-201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미
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지역SW-16-02) 및 안산시
지원의 연구결과로 수행하였음.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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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베이징 택시데이터의 시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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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계획
우리는 본 논문에서 택시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시각화
방법의 결과를 보였고, 시각화 결과로 데이터 내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군집분석을 이용해
주요노드를 생성하고 각 노드간의 연결을 시각화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도로를 이용한
시각화 방식보다 정보를 추상적으로 표현 하지만 분석가
가 더욱 빠르게 데이터 특성 이해화 이동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계획으로 논문에서 시도한 시각화 방법들
을 집약하여 이동 데이터 시각적 분석 시스템을 계획하
고 있다. 시각적 분석 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유저테
스트를 진행 후 이동체의 통계적 분석 방법에 대해 조사
할 것이고 시스템을 다양한 이동 데이터의 문제해결에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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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NPFEM으로 케이블의 운동방정식을 유
도하여 수중 예인체의 운동방정식과 연성시켰다. 동역학
적 특성이 다른 두 개의 운동방정식은 기하학적으로 케
이블과 수중 예인체가 연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연성
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된다.

요약
수중 예인체는 자체 동력이 아닌 해수면에 위치하는 선
박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예인되는 수중 운동체이다. 수
중 예인체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인체
의 6자유도 운동과 케이블의 거동뿐만 아니라 예인체와
케이블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을 통해서
케이블과 예인체 각각의 비선형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
템으로 표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비선형 완
전 연성해석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식화
케이블의 비선형 운동방정식은 절점위치유한요소법에
의해 식 (1)과 같이 유도된다[2,3].

1. 서론
수중 예인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중 운동체에 대한
일반화된 운동방정식은 Fossen[1]에 의해 정립되어있
다. 따라서 연성해석을 위해서는 케이블의 동역학적 특
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운동방정식을 정식화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케이블 해석은 전통적으로 유한차분법
(FDM, finite difference method)에 기반을 둔 방법론
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왔다. 유한차분법을 기반으로 한
해석방법은 케이블이 다양한 물성치를 가지거나, 부가물
이 부착될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한요소법(FEM, finite
element method) 기반의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하
지만, 이와 같은 전통적인 변위기반 유한요소법의 경우
미지수로 특정 기준점으로부터의 변위가 사용된다. 케이
블이 기준 자세로부터 대형 변위를 가지는 기하학적 비
선형성이 중요한 문제의 경우, 해석 방법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변위기반의 유한요소법을
개선하여 케이블의 비선형성을 효율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Zhu[2]에 의해 제시된 절점위
치유한요소법(NPFEM, nodal position finite element
method)이 대표적인 연구사례이며, 가장 진보된 방법으
로서 케이블의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

        ⋯        

(2)

여기서   는 케이블의 절점위치벡터이다. 케이블이 
개의 요소로 구성될 때 절점은    개로 구성된다. 질
량행렬   , 강성행렬   , 우변의 외력벡터  에는
케이블의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운동방
정식의 미지수인 절점위치벡터가 포함되어있다.

    

(3)

    

(4)

수중 예인체의 6자유도 운동에 대해 일체의 가정이나
단순화를 고려하지 않은 비선형 운동방정식은 식 (3)과
같이 표현된다[1,4].

* 구두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한국해양공학회지 30(6). 2016에 개제되었음.
* 본 연구는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한국
연구재단-2015-글로벌박사양성사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및
(주)한화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그림 1: 연성기법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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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각각 수중 예인체의 관성행
렬, 감쇠행렬, 그리고 외력벡터를 의미한다.  는 수중
예인체의 위치(  ) 및 자세(  )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그림 2: 케이블-수중 예인체 연성 시스템

케이블과 수중 예인체의 연성은 각각의 운동방정식인
식 (1)과 (3)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연성기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케이블의 마지막 절점과 수중 예인체의 운동방정식이
기술되는 좌표계 중심을 결합하면 케이블과 수중 예인
체는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유도된 연성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시뮬레이션 결과 스냅샷

4. 결론

(5)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의 비선형 대변위 운동과 예인체의
비선형 6자유도 운동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케이블과
예인체의 비선형 연성 시스템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이 제시되었다. 케이블의 비선
형 운동방정식은 최신의 절점위치유한요소법(NPFEM)으
로부터 유도되었으며, 예인체의 비선형 운동방정식은 가
장 일반적인 강체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을 기반으로 정
립되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선형 시스템, 즉 케이블
과 예인체에 대한 각각의 비선형 운동방정식은, 케이블
의 마지막 절점과 예인체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예인
점을 하나의 점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단일의 완전한 비선
형 시스템으로 연성되었다. 연성된 운동방정식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의 긴급예인상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물리적인 타당성뿐만 아
니라 급작스러운(impulsive)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3.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긴급 예인상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긴급 예인은 정지된
상태에서 순간속도를 가하여 예인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에 대한 경계 및 초기 조건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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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Methods in Biomedical Engineering, 26:692-704,
2010.
[3] E.Lee, G.Go, H.T.Ahn, S.Kim, S.Y.Chun, J.S.Kim and
B.H.Lee, Nonlinear Analysis of Underwater Towed Cable
Using Robust Nodal Position Finite Element Method,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53(5):399-399, 2016.
[4] G.Go, E.Lee, H.T.Ahn, S.Kim, S.Y.Chun, J.S.Kim and
B.H.Lee, 6DOF Simulation and Determination of
Hydrodynamic Derivatives of Underwater Tow-Fish Using
CFD,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53(4):315-328, 2016.

그림 3: 긴급 예인시뮬레이션 조건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 5와 같다.

그림 4: 시간에 따른 수중 예인체의 위치 및 자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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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양의 인형의 주요 관절에 줄을 매달고, 이를 한번
에 조종할 수 있는 십자가 형태의 나무 막대기를 자유
자제로 이동하며 얻어지는 인형의 움직임을 이용해 실
제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기본적인
걷는 움직임뿐 아니라 하늘을 나는 움직임도 가능하고,
기거나, 뛰기 춤추기도 연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리오네트 인형극은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인형을 조
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림 1. 드론을 이용한 마리오네트 인형극 설정화
요약
마리오네트 인형극은 줄 인형을 가지고 하는 연극을 뜻
하는데, 사람 또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인형들의 주요
관절, 또는 몸체에 줄 또는 철사를 매달아 무대 뒤에 있
는 조종자가 줄을 통해 관절을 움직임으로써 인형이 마
치 살아 움직이는 것 처럼 묘사한다. 이러한 마리오네트
인형극은, 다른 인형극들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연 중 하나로 꼽힌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간, 줄
이 꼬임 또는 흔들림이 발생해 인형에 영향을 주고, 이
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 대신 드론을 이용해 기존에 사람이
한 마리오네트 공연을 재현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그림 2. 인형의 주요 관절에 줄이 연결된 모습
조종하는 막대의 궤적이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주는 힘
이 약간만 달라져도, 매단 줄에 흔들림이 발생하여 본
의도와 전혀 다른 움직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드론을 이용해, 이러한 조종막대의 움직임을 정교
하게 따라가도록 해 사람이 하는 인형극을 재현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드론이 가지는 장점은 간단한 기계적인
구조와, 수직 이착륙(VTOL) 그리고 안정적인 호버링
및 자유도 높은 움직임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드론의 장
점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공 저글링[1], 캐치볼[2]과
같은 재미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1. 서론
마리오네트 인형극은 인형의 관절 등에 줄을 매달고, 실
을 조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움직임을 이용해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공연이다. 주로 사람 또는 다양

2. 마리오네트 인형 움직임 분석
* 구두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임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컴퓨
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SW스타랩)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7-0536-20170040).

2.1. 모션 캡쳐를 이용한 조종막대 움직임 얻어내기
서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형의 자세 하나는 매달려있
는 조종 막대와 1 대 1로 사상할 수 있고, 막대의 연속
적인 회전 및 이동은 곧 인형의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형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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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비교적 적은 오차로 궤적을 따라갈 수 있어서
드론에 대한 많은 연구에 쓰이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종 막대의 궤적을 정교하게 따라가기 위해 두 종류의
비례 미분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제어기는 위치
제어기, 조종막대의 X,Y,Z 축에 대한 평행이동 궤적에
대해 추적하는 알고리즘이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조종
막대의 X, Y ,Z축에 대한 회전이동에 대해 추적하는 알
고리즘이다.

서는 조종 막대의 위치 회전 및 시간에 대한 정보를 통
해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극 중 조종막대를 모션
캡쳐(Motion Capture) 하여 막대의 회전 및 이동에 대
한 정보를 얻어냈다.
2.2. 조종막대 움직임 분석
공중에 떠있는 조종막대는 모든 축에 대한 수직 이동
및 회전이동이 가능하므로 6 자유도의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형극에서, 좁은 무대의 특
성상 X축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매우 적게 일어나고,
대부분의 움직임은 모든 축에 대한 회전 이동 및 수직
이동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단위 시간마다의 조종 막대
움직임을 관찰하면, 크게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위치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는 움직임이
거나, 다른 하나는 회전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는 움
직임이다. 이는 곧 대부분의 인형극에서, 6 자유도를 가
지는 조종 막대의 움직임은, 한번에 4 자유도를 가지는
두 종류의 움직임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3.3 조종 막대의 경로 추적
비례 제어기를 바탕으로, 드론에 매 시간 단위 당 입력
으로 2.1에서 얻어진 조종 막대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값이 들어온다. 두 비례 제어기는, 현재 상태와 비교해
변화량이 더 큰 움직임에 대해 하나를 택해 제어한다.
예를 들어, 위치의 변화가 더 크다면, 위치 제어기를 통
해 드론이 발생시키는 힘을 조종하고, 반대로 자세에 대
한 변화가 더 크다면, 회전 제어기를 이용해 드론을 회
전 시킨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대의 드론 비례 미분 제어를 바탕으로
간단한 조종 막대의 궤적을 따라감으로써 기존의 인형
극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직 조종 막대의 매우 제한적인 움직임에 한해서
만 가능하다. 한대의 드론으로는 조종막대의 궤적을 완
벽하게 따라갈 수 없다. 조종 막대의 조종에 있어 가장
자주 쓰이는 움직임이 X, Y축에 대한 회전이다. 공중에
서 조종막대를 기울임으로써 관절을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인데, 드론은 공중에서 몸체를 기울인 채 떠있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크기가 작은 여
러 대의 드론으로, 1대의 드론이 1개의 관절을 제어한다
면, 회전운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개 드론이 받는 인형의 하중 또한 분산시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사람은 그 동
안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보다 커다란 인형의 제어 역
시 아무런 공간의 제약 없이 조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드론이 주어진 궤적을 정확하게 따라가게 하는 능
력과 더불어 상호간 충돌 탐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론
3. 드론의 구조 및 접근방법
3.1. 드론의 구조
드론은 4개의 모터를 이용해 비행한다. [그림 3]에서 1
시 방향과 7시 그리고 11시 방향과 5시 방향의 날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며, 4개의 날개가 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이에 의해 발생하는 돌림 힘과 수직
힘에 의해 드론은 평행이동 및 수직이동, 그리고 회전이
동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드론의 특성 때문에, X축,
Y 축에 대한 드론의 직선 이동이 각각 Y축 X축에 대한
회전 움직임이 종속적이다. 따라서 X 축 Y축에 대한 회
전 또는 이동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만 만족시킬 수 있
다. 위에서 언급한 조종막대는 6 자유도의 움직임을 구
사하는 반면, 드론은 한번에 4 자유도만 궤적을 따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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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드론의 제어
가장 일반적인 드론 조종 알고리즘은 비례 미분 제어기
(PD controller)이다.[3] 비례 미분 제어기는 매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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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물리 기반 캐릭터의 저글링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저글링은 다양한 물체들을 복잡하게
다루고 조작하는 기술이다. 이중에서 공 저글링은 여러
개의 공들을 반복적으로 던지고 받는 기술을 말한다. 이
를 위해서는 적절한 순간에 공을 올바른 속도로 던지고,
또 떨어지는 공을 정확하게 받는 동작을 계속해서 수행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공이
추가되는 상황에서도 저글링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정
해진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손의 궤적
을 생성하고 이에 맞게 캐릭터를 제어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저글링 이론을 바탕으로 물리 기반 시뮬레이
션에서 캐릭터가 저글링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1. 서론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캐릭터의 다양한 동작을 제
어하는 방법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계속해서
연구되어 왔다. 걷기, 달리기와 같은 보행[2] 외에도,
수영, 자전거 운전, 공 드리블과 같이 다양한 동작 제어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 물체
를 조작하는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 저글링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공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저글링을 실
패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공을 던지
는 시점, 위치, 속도를 적절히 선택해야 하며, 선택된
조건에 맞도록 공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캐릭터의 각 관절(joint)에 토크(torque)를 가하는 방
식으로 컨트롤 되는 물리 기반 캐릭터가 공 저글링을

그림 1. 공 3개를 이용한 캐스케이드 저글링(3 ball cascade
juggling). 캐스케이드 패턴은 양손이 각각 물체를 반대쪽 손
으로 같은 높이로 교차로 던져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2. 공 저글링
저글링이란 다양한 물체를 다루는 공연 등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저글링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보통
은 물체를 던지고 받는 행위를 반복하는 토스 저글링
(toss juggling)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토스 저글링
안에서도 다양한 물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공을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cascade) 저글링(그림 1 참조)을 가상 공간에서 제어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 구두발표논문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컴퓨
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SW스타랩)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7-0536-20170040).
*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장비를 지원하고 공간을 제공한 서울대-삼
성전자 스마트 캠퍼스 연구단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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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 추적은 역운동학(inverse kinematics)과 비례-미분
제어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다음 순간의 손의 위치
를 만족시키는 관절의 각도(joint angle)를 역운동학을
이용해 구한 뒤, 이 값과 현재 관절의 각도를 이용해 비
례-미분 제어 방식으로 토크(torque)를 계산하여 캐릭
터의 각 관절에 적용한다.

2.1. 저글링 이론
캐스케이드 저글링에서 관련된 시간들이 만족해야 하는
수학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1].
(F+D)H = (V+D)B
F는 공이 공중에 있는 시간, D는 공이 손에 있는 시간,
V는 손이 비어있는 시간이며, H와 B는 각각 손과 공의
개수이다.
위 공식은 위의 변수로 사용된 시간들(F, D, V)이 모두
일정한 저글링(uniform juggling)에 적용되는 공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손이 두 개인 캐릭터를 이용하여 시뮬레
이션 하였으므로 H를 2로 고정하였고, D와 V를 실제
저글링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정하였다. 그 후,
위 공식에 따라, B를 이용해 F를 계산하였다.

3.3. 공의 추가와 삭제
새로운 공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공이 사라지는 경우 공
을 던지는 높이를 변경하고, 공을 던지는 타이밍을 새로
조절해야 한다. 공의 높이를 변경하는 것은 저글링 이론
의 공식을 이용하여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변경된 높이
를 바로 양손 모두에 적용하면 공을 던지고 받는 패턴
이 망가져서 공이 충돌하거나, 공을 잡을 수 없는 상황
이 발생하게 된다.
공을 추가하는 경우는 한 손부터 차례대로 공을 던지는
높이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 오른손
의 던지는 높이를 증가시킨 뒤, 오른손에서 증가된 높이
로 던져진 공이 왼손에 도달한 순간부터 왼손의 던지는
높이를 증가시키면 된다. 공이 삭제되는 경우도 마찬가
지로 한 손부터 높이를 낮추면 된다. 단, 오른손도 삭제
된 공의 다음 공부터 높이를 줄여야 한다.

3. 제어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 저글링을 위한 제어 알고리즘
은 손의 궤적(hand trajectory)을 만든 뒤 비례-미분 제
어기(PD controller)를 이용해 궤적을 따라가는 방식으
로 구성된다.
3.1. 손의 궤적(hand trajectory) 생성
공을 던지기 위해선 공을 잡은 시점(t)의 손의 위치(
)
와 속도(
)로부터 목표로 하는 위치(
)와 속도
(
)로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생성해야 한다. 목표
위치는 미리 정의되어 있으며, 목표 속도는 2.1절의 저
글링 이론에 의해 계산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와 같다.
,
,
,
t,
에 의해 형성된 궤적은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으로 구
성된다. 직선 구간은 공을 던지기 위해
로 움직이
고
를 지나는 구간이며, 이 구간에서
를 지
나는 순간에 공을 놓는다. 곡선 구간은
과 직선구간
의 시작점을 잇는 베지에 커브 형태의 구간이다.
공을 잡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도 목표 위치(
)에 도
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 경우
에는 목표 위치를 목표 속도로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
라, 최대한 빨리 목표 위치에 도착해서 공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목표 속도를 0으로 설정하고, 궤적의 형태
도 단순한 직선 형태로 생성한다. 따라서 궤적 생성에
속도가 필요가 없고,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t,
공을 던지기 위해 움직이는 궤적의 경우 공을 잡는 순
간 한번만 계산된다. 하지만, 공을 잡기 위해 움직이는
궤적은 공이 외부 충격에 의해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을 잡기 전까지 매 순간마다
갱신된다.
3.2. 궤적 추적(trajectory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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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의 개수가 변하거나, 공중에 있는 공에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캐릭터가 저글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어 알고
리즘은 공이 캐릭터가 잡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가해지는 충격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
하여 저글링을 계속 하였으며, 공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
어드는 상황에서도 동작하였다.
그러나, 충격에 의해 공의 잡는 시점이 과도하게 빨라지
거나 느려질 경우,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공을 놓쳐
저글링을 실패하였다. 또한, 사람에 의해 정의된 파라미
터를 사용하였고, 단순한 커브와 선형 궤적을 역운동학
을 이용해 추적하는 방식으로 제어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움직임과 달라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 하기 위해 최근 캐릭터 제어 방법
에 사용되는 데이터 중심(data-driven) 제어 방법이나,
심층 강화 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등을 시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P.J.Beek and A.Lewbel, The Science of Juggling, Scientific
American, 1995.
[2] Y.Lee, S.Kim, and J.Lee. Data-driven biped control.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TOG), 29.4 : 129, 2010.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17 학술대회 학술발표집

예제에 기반한 날갯짓 비행의 제어방법*
원정담0, 박종호, 김관유, 이제희
서울대학교
(jungdam, jh.park, kwanyu, jehee)@mrl.snu.ac.kr

How to Train Your Dragon: Example-Guided Control of Flapping Flight
Jungdam Won0, Jongho Park, Kwanyu Kim, Jehe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림 1. 키 프레임과 날개짓 비행 동작
상의 환경에 따라 그에 적합한 종류의 운동 기술을 갖
추어야 하는데, 특히 공중에서의 날갯짓 비행 동작을 학
습하는 것은 캐릭터의 근육 작용과 중력, 공기 저항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캐릭터
의 모델이 높은 자유도를 갖는다면 이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1]. 본 논문에서는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복잡한 날갯짓 비행을 하는 가상 캐릭터의 제어기를 학
습시키는 새로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의 특징 및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비해 수렴 속도가
빠르며 일부 환경에서는 더 높은 최종 성능을
보인다.
2. 사용자는 키 프레임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하고자
하는 날개짓의 기본적인 동작을 직접적으로 지
정해줄 수 있다.
3.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날개짓 스타일을 실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우리는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목표 지점과 장애물
이 주어졌을 때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며 목표 지점으
로 날아가는 동작을 학습하는 문제를 통해 제안한 알고
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요약
물리 시뮬레이션 상에서 가상 캐릭터의 제어기를 설계
하는 것은 물리 기반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방법 중
하나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복
잡한 날갯짓 비행을 하는 가상 캐릭터의 제어기를 학습
시키는 새로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
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들에 비해 수렴 속도가 빠르
며 일부 환경에서는 최종 성능도 향상되었다. 또한 사용
자가 키 프레임을 제공함으로써 기반이 되는 동작을 직
접 지정해줄 수 있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으로 날개짓 스타일을 전환할 수도 있다. 실험에서는 물
리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목표 지점과 장애물이 주어졌
을 때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며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
는 동작을 학습하는 문제를 통해 학습 제안한 알고리즘
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1. 서론
물리 시뮬레이션 되는 가상 캐릭터를 위한 제어기를 설
계하는 것은 물리 기반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방법 중
하나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문제이다. 제어기는 가상 캐릭터의 모델과 애니매이션

* 구두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SIGGRAPH Asia. 2017 에 제출 되었음.
* 본 연구는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컴퓨
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SW스타랩)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7-0536-20170040).

그림 2. 날갯짓 비행 캐릭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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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결론

2. 날갯짓 비행 제어기 학습 문제

우리는 DART[4]를 기반으로 캐릭터와 물리 시뮬레이
션 환경을 구현하였고 TensorFlow를 이용하여 심층신
경망과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물리시뮬레이
션의 높은 계산부하로 학습에 GPU를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데스크탑(Intel i7 Core)기준으로 대략 20~30
시간 정도가 학습하는데 소요되었다. 추가적으로
OpenAI Gym에서 제공하는 환경을 이용하여 기존의 강
화학습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진화적 심층
Q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4 참조).
제안 알고리즘은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에 비해
학습속도가 빠르며 일부 환경에 있어서는 최종 성능도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제어기 학습 구성 요소 정의
캐릭터는 표현하고자 하는 가상의 비행 생물체를 단순
화한 형태로 골격과 관절 그리고 막으로 구성된다 (그
림 2 참조). 골격에는 부분마다 무게가 있어 중력이 작
용하며 관절은 돌림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상의 모
터이다. 그리고 막에는 속도에 따라 유체에 의한 항력과
양력이 작용한다. 우리는 [1]에서 제안한 방법과 비슷
하게 간단한 유체역학식을 이용하여 캐릭터의 물리 시
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 추가적으로 캐릭터에게는
무작위로 생성된 장애물과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목
표 지점이 주어지게 된다 (그림 3 참조).

그림 3. 날갯짓 비행 환경. 캐릭터와 목표지점 (초록색
구) 사이에 총 8개의 장애물이 놓여 있는 모습.
캐릭터의 목적은 주어진 환경에서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지정된 목표 지점에 최대한 가깝게 이동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캐릭터는 균형을 잡으며 원하는 방
향으로의 속력을 발생시키는 날갯짓 비행 동작을 학습
하게 된다.

2.2 학습 방법
제어기의 입력은 캐릭터의 물리적 상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고, 출력은 캐릭터가 다음으로 취해야하는
자세이다. 본 논문에서 제어기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신경망의 학습
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된 진화적 심층 Q 학습
(Evolutionary Deep Q Learning)을 통해 진행된다.
제안된 학습 알고리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재생 메모리[2]라
불리는 저장 공간에 축적하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강화
학습 알고리즘은 현재 자신이 최선이라고 알고있는 동
작에 임의의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대
한 정보를 얻는데, 우리는 여기에 CMA-ES[3] 기법을
추가하여 단순한 노이즈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정보
를 추가적으로 얻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재생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기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
미터를 수정하는 단계이다. 업데이트 알고리즘은 연속적
배우-비평가 학습 오토마톤(Continuous Actor-Critic
Learning Automat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전체 학습 과
정은 이 두 단계를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진행된다.

그림 4. OpenAI Gym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성능 비교.
가로축은 학습의 진행정도, 세로축은 성능을 뜻한다. Evo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본 문에서 제안한 진화적 기법
을 이용한 학습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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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Blow and Burst of Giant Soap Bubbles
Namjung Kim0, Kyoungju Park
Dept. of Integrated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We propose an efficient approach that automatically
demonstrates a giant soap bubble driven by the
user's hand movements in a virtual environment. The
proposed system controls the shape, size, and
position of the bubble in real time by the user's hand
movements. Since our system recognizes the
movement of the user's hands without an object
attached to the human body, it is more comfortable
and user-friendly than the motion capturing
technology based device.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virtual soap bubbles mainly
focused on methods for visualizing the physical and
geometrical properties of soap bubbles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possible ways to enhanc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imulation and the user. In
this paper, a user interaction-based giant soap
bubble simulation system is proposed in which the
free-form shape, size, and position of giant soap
bubbles are determined by the user's hand motions.
Our novel soap film bursting algorithm represents the
process of the bursting phenomenon of soap-film and
giant soap bubbles in a unified framework. The
results of our experiment demonstrate that the
system allows the user to experience the giant soap
bubble blowing and bursting process in a virtual
environment.

2. User Interaction
We employ a B-spline curve to stabilize the Kinect
input hand trajectories. The B-spline curves are
updated by adding the tracked hand positions as a
control points of the B-spline curve at each frame.
We apply hand velocity stabilization to prevent any
sudden change of wand velocity. The hand velocity is
obtained using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and we
add hand velocity to the control point of the B-spline
curve. This stabilized hand velocity is applied to the
Euler integration to obtain the position of the wand.
Figure 1 shows the hand trajectories using the Bspline.

1. Introduction
Because of their striking shapes, deformations, and
various colors, giant soap bubbles are widely used in
bubble shows, children's entertainment, and public
presentations. Making giant soap bubbles requires
skillful techniques, a highly viscous soap solution,
tools such as bubble wands, and a demonstration
space. If a method can be found that simulates
realistic giant soap bubbles, and which can
automatically reflect the user's motion, the
practicality issue could be solved in the virtual world.

Figure 1: Input hand trajectories (left), interpolated hand
trajectories (middle), wand trajectories (right). Left hand
(red curve), right hand (blue curve).

3. Soap bubble simulation

* 구두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Symmetry 9(4), 56. 2017 에 개재 되었음.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자지원사업(NRF-2016R1A2B401623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음.

We use a unified framework to simulate soap film and
bubbles, which consists of a thin shell model based
on a mass-spring system. We apply Marang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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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 [1] to the initial soap film, which diffuses
the surfactant evenly on the soap film. We then apply
Gibbs elasticity [1] to the soap film, which allows the
soap bubble to reach a minimal surface.

direction, the bursting soap films transform into
spherical particles similar to those of an aerosol.

3.1. Air Effects
Bubble artists generate a variety of deformations and
standing waves in soap film using air effects created
by the movement of the wand to make giant soap
bubbles with complex and detailed surfaces. This
study proposes an efficient method that focuses on
the air flow in order to realistically represent this air
effect. First, we estimate the local air inflow using
the relation that the air inflow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between each wand and
each soap film particle. We then propose an air flow
transfer algorithm that handles the phenomenon in
which the air flowing into the soap film is transferred.
After the soap film is converted to a soap bubble, we
treat the air pressure in consideration of the air flow
inside the soap bubble.

Figure 2: Sim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user's hand
movements.

3.2. Soap Film Bursting
The main cause of the bursting of the soap bubbles is
draining or excessive stretching. In order to
represent this phenomenon realistically,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hole opening propagation [2]
which has been widely studied in the field of physics.
First, we define the occurrence of the cracks in the
particles of which the thickness is thinner than
thickness threshold due to draining or excessive
stretching. The crack is transferred by removing the
adjacent particles of the crack. When all three
particles constituting the triangle are removed, the
corresponding triangle is removed from the mesh.
We represent the appearance of aerosol [3]
composed of soap molecules and water molecules
constituting the soap film when the soap film burst by
generating spherical particles at the center of the
removed triangles.

4. Experimental Results

Figure 3: Simulation results by our soap film bursting
method.

5. Conclusion
We present a novel method that automatically
generates realistic animated giant soap bubbles
according to the user's hand motions. We obtain
smooth and gentle wand trajectories using a
smoothing method for hand motions. Our air flow
transfer
algorithm
represents
the
detailed
deformation and standing wave of soap film. Our soap
film bursting algorithm produces the bursting effect
of soap films and bubbles based on hole opening
propagation in a unified framework. The proposed
system enables users to experience virtual giant
soap bubble blowing and bur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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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서피스기반의 3D 가상현실 페인팅
시스템과 달리, 2D 픽셀 페인팅처럼 사용될 수 있는 복
셀 기반 3D 페인팅 시스템을 제시한다. 고해상도를 지
원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페인팅 시스템의 설계를 위
해 깊은 동적 옥트리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VR 룸
스케일에 비해 2.5mm~40km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대
가상 캔버스를 구현하였다. 또한, 고해상도 환경에서 나
타나는 광선 휨 현상과 시점이 튀는 현상을 셀 국부좌
표계와 정확한 광선 시작점 계산을 통해 해결하였다.

페인팅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렌더링과 달리 극단적 고해상도 환경에서만 나타
새로운 렌더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한다.

2. 고해상도 페인팅을 위한 적응적 볼륨 구조
2.1. 깊은 옥트리 및 동적 업데이트

1. 서론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페인팅이 2차원에서
3차원 환경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3차원 페인팅 시스템들은 모두 서피스 기반으로, 브러
시 스트로크가 삼각형 스트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1,2].
따라서 2D 디지털 페인팅 시스템처럼 색의 일부만 바꾸
거나 지우는 일, 색상 혼합, 반투명 표현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복셀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복셀
은 메모리 소모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약 1G개의 균
일 복셀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10243 해상도에 불과
하다. 같은 메모리 제약 조건 하에 적응적 볼륨 구조를
사용하면 더 높은 해상도 표현도 가능하지만 기존 연구
들은 초기에 볼륨 구조를 구축 한 후 수정이 힘든 정적
구조나, 넓은 3차원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해
상도를 가진 동적 구조가 이용되었다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레벨 이상의 깊은 옥트리를 GPU상에 동
적으로 갱신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고해상도 복셀

그림 1: Sparse Voxel Octree(좌)와 단일 노드 옥트리(우)

적응적 볼륨 구조 중에서, 트리순행 시간이 긴 단일노드
옥트리 보다 노드가 3차원 텍스처로 구성된 트리인
Sparse Voxel Octree (SVO)가 실용적이라고 알려져 있
다 [3]. 하지만 SVO의 경우 노드와 하위 레벨 노드 사
이의 해상도가 단계적으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색상
보간이 어렵고 사용자가 디테일 정도를 정하는데 제약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면
서도 동시에 실시간에 사용자에게 페인팅 결과를 렌더
링하기 위해서 단일노드 옥트리를 GPU 상에 구축했다.
여기서 순수하게 GPU에만 의존하는 옥트리를 구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GPU 상에서 메모리 할당을 위한
단위 연산이 필요하고, 또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적
응적 볼륨 구조들 [3]과 유사하게 CPU와 GPU 양쪽에
단일노드 옥트리를 구성하고 CPU와 GPU 사이의 업데
이트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CPU측 옥트리는 Strong 2-to-1 균형 트리 [4]로 셀
중심에 값을 저장하는 Primal-only 트리이다. GPU측
옥트리는 1차 배열로 저장되어 있는 CPU측 옥트리를 2

* 구두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원본은 ACM
Transactions on Graphics에 제출 예정임.
* 본 연구는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7R1A2B30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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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 일부이다. 근경은 깊이가 24레벨까지 내려가는
세밀한 그림인 반면, 원경은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까지
만 내려가는 거친 그림이다. 균일 복셀과 달리, 아티스
트가 원하는 부분에는 세밀한 그림(병아리(그림 3의
(우))와 용의 이빨(그림 4의 (우)))을 그리면서도 넓은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것(그림 3,4의 (좌))을 직접 관
찰할 수 있었다.

차 배열로 변환한 값들을 복사하여 구축한다. 사용자가
페인팅을 해서 트리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CPU
쪽에서는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거나 삭제한다. 그리고
트리의 일부 변경된 부분만을 다시 GPU 쪽으로 복사한
다.
2.2. 고정밀 볼륨 렌더링
광선투사는 볼륨 렌더링의 일종으로, 카메라로부터 투사
된 광선을 따라 단속적인 위치에서 색상 값을 구한 다
음 픽셀 당 색상 누적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5]. 옥
트리의 최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광선이 지나가는 단속
적인 위치나 셀의 평균 개수는 증가한다. 특히 24레벨
이상의 옥트리에서, 가장 작은 셀의 위치와 너비를 부동
소수점으로 정확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단속적
위치의 정확한 셀의 정보를 탐색하기 어렵다. 즉 광선이
멀리 나가고, 작은 셀들을 많이 지날수록 누적오류가 증
가한다. 누적오류는 직선 광선을 휘게 하는 효과를 생성
하여, 페인팅을 시각적으로 왜곡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소수점은 원점근처에서 특히
정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셀 국부좌표계(Cell-local
Coordinates)를 이용하였다. 셀 국부좌표계는 셀의 크
기에 관계없이 셀 내부를 [-0.5, 0.5]의 축으로 설정하
며, 셀 내부에 위치한 점은 0.5 2 의 정밀도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로는 확대한 화면에서 사용자의 시점이 이
동할 때, 다음 시점이 단정밀도 부동소수점 표현 가능
지점으로 건너 뛰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사용자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확대한 화면 전체가 지속적으로 흔
들리고, 사용자가 멀미를 느끼게 된다. 이 역시 셀 국부
좌표계를 통해 현재 시점의 높은 정밀도로 표현 가능하
고, CPU쪽에서 배정밀도 부동소수점을 이용해 빠르게
눈의 위치와 광선시작점을 계산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
다.

그림 3 : “Imaginary Island and B-612” 페인팅 한 결과.
원경(좌)와 근경(우).

그림 4: “Flying Dragons” 페인팅 한 결과.
원경(좌)와 근경(우).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환경에서 최초로 사용자와 상
호작용이 가능한 복셀 기반 3D 페인팅 시스템이 실현
가능함을 보였다.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도의 세밀함을
지원하기 위해 24레벨 이상의 깊은 동적 옥트리를 사용
하였으며, 정확한 렌더링 결과를 위해 광선시작점 계산
과 국부좌표계를 이용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GPU 상에
서의 볼륨 메모리 최적화와 3D 환경에 맞는 인터페이스
개선이 필요하다. 또 GPU만을 사용한 최적화된 옥트리
를 구현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3. 구현 및 페인팅 결과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Intel Core i7-4790 CPU와
16GB의 램, Nvidia GTX 980ti GPU를 장착한 PC와
HTC vive 플랫폼을 기반으로 OpenGL 4.3, OpenVR,
Grizzly [4]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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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
사용자가 그린 그림(좌)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용자(우)

그림 3와 그림 4은 아티스트를 초대해 그린 페인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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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d Jump in Gravity-reduced Virtual Environments
MyoungGon Kim0, SungIk Cho, Tanh Quang Tran, Seong-Pil Kim, Ohung Kwon, and JungHyun Han
Dept. of Computer Science, Korea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s to scale the jump such that, for
example, the view rendered through head-mounted
display (HMD) can make a user feel as if she were
jumping higher than she is physically doing.

Abstract
The reduced gravity experienced on lunar surface can
be simulated on the earth using a cable-driven system.
This paper presents a novel cable-driven system
integrated with a head-mounted display and a motion
capture system. This paper proposes to scale the jump
and reports the experiments made for quantifying the
extent to which a jump can be scaled without the
discrepancy between physical and virtual jumps being
noticed by the user. With the tolerable range of scaling
computed from these experiments, an application
named retargeted jump is developed.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and the tolerable
amount of scaling was applied for an application named
retargeted jump.

2. SCALED JUMP
Scaled jump is achieved by applying visual gains to the
user’s real jump. The gains are applied to the tracked
heights of pelvis and HMD. Let ℎ denote the initial
height of the pelvis measured and ℎ denote the pelvis’
height tracked while jumping. The virtual height of the
pelvis, ℎ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visual gain,
to pelvis’ height, ℎ :

1. INTRODUCTION
Lunar surfaces have reduced gravity. The reduced
gravity can be simulated “on the earth” using a cable
driven system, where the cable lifts a person so that
her weight is offloaded onto the cable. For example, if
5/6 of the weight is offloaded, she will have a
sensation of being on the lunar surface.

ℎ =

ℎ −ℎ
ℎ ℎ −ℎ

+ℎ
+ℎ

ℎ >ℎ
ℎ ≤ℎ

3. EXPERIMENTS
3.1. Experiment 1

The cable-driven system uses four wire ropes. One
end of a wire is connected to the harness which
fastens the user’s body. The other end is connected to
a winch through a pulley. A load cell is placed between
a pulley and the harness to sense the tension of the
wire.

When the physical and virtual jumps are identical, we
say that the user is given the standard stimulus. In
contrast, the user is provided with a test stimulus if
≠ 1. The visual gain,
was restricted to the range
of [0.4, 1.6] in steps of 0.2. A test stimulus was paired
with the standard stimulus.

* 구두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23(4). 2017 에 게재 되었음.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
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R0115-161011, e-Book용 과학실험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물리기반 솔루
션 개발)

We adopted a temporal 2AFC (two-alternative forcedchoice) method [1]: The subject was tested with 70
pairs of jumps. Once a pair of jumps was completed,
she chose which jump felt higher between the test
stimulus and the standard stimulus. After a choice, the
user started taking the next pair of j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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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s up onto a virtual object in the virtual world but
jumping is made on the flat floor in the real world.
Therefore in the virtual jump, the vertical distance of
the descending phase is shorter than that of the
ascending phase. This is named retargeted jump. E3 is
composed of 4 conditions listed below:
TEST1: Both ↑ and ↓ are in DT.
TEST2: Whereas ↑ is in DT, ↓ is not.
TEST3: Whereas ↑ is not in DT, ↓ is.
TEST4: Neither ↑ nor ↓ is in DT.
Figure. 1. A sigmoid function is fitted to the data collected from
E1.

In E3, the sense of presence was measured using the
Slater-Usoh-Steed (SUS)[3] presence questionnaire.
Table 4 shows the SUS scores of four tests. As
expected, TEST1 showed the highest SUS score.

The probability of estimating that the test stimulus is
higher than the standard one is fitted with a sigmoid
function. The tolerable range of scaling is bounded by
the gains at 25% and 75% probabilities, which are
called detection thresholds (DT). Figure. 1. shows that
the DT for 25% is the visual gain of 0.6955, and that
for 75% probability is 1.3075. DT defines the tolerable
range of scaling, [0.6955, 1.3075], over which the
subject cannot reliably detect the discrepancy
between real and virtual jumps.

5. DISCUSSION AND CONCLUSION
We presented a cable-driven system for reduced
gravity and proposed scaled jump. Two experiments
were made to quantify the tolerable range of scaling.
Then, the tolerable range was tested using an
application, named retargeted jump.

3.2. Experiment 2
With appropriate acceleration/deceleration controls
added, the cable-driven system can provide the user
with the sense of free falling and flying. Ski jumping
can also be a good candidate if a specially fabricated
haptic feedback device for the takeoff ramp is added
to the cable system.

For the purpose of supplementing E1, another E2 was
made to identify the range of perceptually natural
visual gains [2]. In E2 the subjects performed a series
of jumps, while exposed to visual gains, and then were
asked to report whether they felt the virtual jumps
‘natural,’ ‘too high,’ or ‘too low.’

Scaled jump could be applied to common virtual
environments, i.e., without the cable-driven system.
However, the user would then be able to stay in the
air for quite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might be hard
to identify the DT. Despite this expected problem,
further investigation is worth being pursued.

참고문헌

Figrue. 2. Statistics for the ‘natural’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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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1050 test-stimulus jumps, 352 were assessed
to be ‘natural’ whereas 350 were ‘lower’ and 348 were
‘higher.’ The middle of Figure. 2. show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352 ‘natural’ gains: M=1.0273
and SD=0.2787.

4. RETARGETED JUMP
A jump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n the ascending
phase with the visual gain of ↑ and the other is the
descending phase with the visual gain of ↓ .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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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4 corresponding points ensure a more robust solution.
There will be uncertainty as the corresponding points will be
inexact, hence no exact solution.

Abstract
Tracking features in textureless scenes is still challenging
problem for localization of visual SLAM. More the features
better the localization. Using ORB SLAM [1] as the main build,
LBD line descriptors and ORB point feature descriptors are
extracted even in textureless scenes for localization and mapping.
Keyframe selection for the optimization is modified to select the
non-redundant featured frames. Lines are represented by plücker
coordinates and projected back to find the error in different cases
as reprojection error. Local bundle adjustment time in SLAM
with points and lines is decreased, compared to the SLAM with
only points when tested with our common newly created dataset.

2.1. Homography with lines
The line in a plane is 𝑎𝑥 + 𝑏𝑦 + 𝑐 = 0. Line l matches
with 𝑙′ , then x is on line l if and only if, 𝑥 𝑇 𝑙 = 0 (Equivalent to
𝑙𝑇 𝑥 = 0), 𝑙′𝑇 𝑥 ′ = 0 If the points x, and 𝑥 ′ are corresponding
points then 𝑥 ′ = 𝐻𝑥 , 𝑙 = 𝐻 𝑇 𝑙′ . Then use DLT method on
matrix A of line correspondence.
𝑥
𝑢
(𝑦 ) = 𝐻 (𝑣 ),
1
1
𝑢𝑥 −𝑣 0 𝑣𝑥
𝑢𝑦 0 −𝑣 𝑣𝑦

1. Introduction

(1)

−1 0 𝑥
−𝑢 0
), (2)
𝐴=(
0 −1 𝑦
0 −𝑢
where (𝑢 𝑣 1 )𝑇 represents 𝑙′ and (𝑥 𝑦 1)𝑇 represents 𝑙 ,
while using DLT method on A matrix computation, transform T
for lines is only changed when compared with matrix A
computation for points as mentioned in the homography using
lines[24]. Given matched lines say 𝑙𝑖 = (𝑎𝑖 , 𝑏𝑖 , 𝑐𝑖 )𝑇 , and 𝑙𝑖 ′ =
(𝑎𝑖 ′ , 𝑏𝑖 ,′ 𝑐𝑖 ′ )𝑇 then,

Feature extraction from the image is important to analyze
the environment. The motion of the camera is also analyzed by
the features selected.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 needs to detect features in the environment, without
which localization is lost. In computer vision features can be
geometric shapes like points, lines or regions. The detected
features have a descriptor which is used for matching between the
images. Line segments are used in many applications like finding
correspondences, stereo matching, robot navigation. Feature
point descriptors like SIFT , SURF are mostly used in many
applications. Many line based SLAM systems uses different core
principles such as stereo cameras , Omnidirectional camera,
vanishing point information, combination of points and lines
features, undelayed line initialization or specific line
configurations. Combining points and lines features is useful
because the points represent the texture on the scene whereas the
line represents the scene’s structural outline.

1 0

−𝑡1
−𝑡3

T=(0 1 −𝑡3),
−𝑡3
0 0 𝑠
where 𝑡1 = ∑𝑖 𝑎𝑖 , 𝑡2 = ∑𝑖 𝑏𝑖 , 𝑡3 = ∑𝑖 𝑐𝑖 and
𝑠=[

∑𝑖 𝑎𝑖′2 +𝑏𝑖′2
∑𝑖 𝑐𝑖′2

(3)

1/2

]

.

2.2. Scene Line
The intersection of 2 planes creates a scene line. Lets say,
the plane formed from 3 points which are not collinear. P1 and
P2 are the points of the detected line in world coordinate. 𝑃1 =
(𝑃𝑥 , 𝑃𝑦 , 𝑃𝑧 ), 𝑃2 = (𝑃𝑥′ , 𝑃𝑦′ , 𝑃𝑧′ ), camera position C = (𝑋𝑐 , 𝑌𝑐 , 𝑍𝑐 )
where l is ̅̅̅̅̅̅̅
𝑃1𝑃2. Let normal of the line be 𝑛⃗ = 𝛼𝑖 + 𝛽𝑗 + 𝛾𝑘.
Plane from the normal is given by 𝛼(𝑥 − 𝑃𝑥 ) + 𝛽(𝑦 − 𝑃𝑦 ) +
𝛾(𝑧 − 𝑃𝑧 ) = 0. The intersection of 2 planes that is the vector
cross product is the scene line in standard form.

2. Line Based Localization
ORB SLAM [1] is a popular algorithm for tracking and
mapping using the points. Homography is derived from
corresponding points using eight points algorithm then the pose
of the camera is estimated from homography. Using basic DLT
algorithm for homography converges solution after
normalization step.
* Oral Presenta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EST (Center for
Embedded Software Technology).

2.3. Plucker Coordinates of line
Plucker coordinates of line are used to check the
reprojection error of lines. If A, B are the 2 points, that is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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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𝑋1 , 𝑌1 , 𝑍1 , 𝑊1 ), B = (𝑋2 , 𝑌2 , 𝑍2 , 𝑊2 ). The plucker form of the
line is given by 𝑢 = (𝑝01 , 𝑝02 , 𝑝03 , 𝑝23 , 𝑝31 , 𝑝12 ), where,
𝑝01 = 𝑤1 𝑋2 − 𝑋1 𝑤2 ,
𝑝02 = 𝑤1 𝑌2 − 𝑌1 𝑤2 , 𝑝03 = 𝑤1 𝑍2 −
𝑍1 𝑤2 ,
𝑝23 = 𝑌1 𝑍2 − 𝑍1 𝑌2 ,
𝑝31 = 𝑍1 𝑋2 − 𝑋1 and
𝑝12 = 𝑋1 𝑌2 − 𝑌1 𝑋2 .

4. Conclusion
The new proposed method is tested on our own dataset and
compared with the ORB SLAM that uses only point features.
Incorporating lines in SLAM help in extracting more features
even in textureless where lines can be detected. Also keyframe
selections here shows it excludes the redundant frames and help
in fast bundle adjustment. Since more features are extracted at
every frame the feature extraction takes more time so need user
interaction of moving camera to be very slow. In future more
datasets are tested by improving the feature extraction time and
minimize the cost function.

2.4. Reprojection of line
Scene line is reprojected on the image. Reprojected line of
the plucker line is obtained by eq. (4). The reprojected line 𝑙𝑥
has the standard line parameters.
𝑙𝑥 = 𝑃𝑢𝑃𝑇 ,

(4)

where P is the projection matrix. The error of the reprojected line
is obtained by the distance equation. Reprojected line falls on the
image line in 3 different cases as shown in Fig 1, so find the
distance between the intersected point and line.
𝑑(𝐿, 𝑋) =

|𝑎𝑥0 +𝑏𝑦0 +𝑐|
√𝑎 2 +𝑏2

,

(5)

where L is 𝑎𝑥 + 𝑏𝑦 + 𝑐 = 0 and X 𝑖𝑠 (𝑥0 , 𝑦0), any point on the
detected line. Error of the point is 𝑒𝑝𝑖 =∑𝑖 𝑑(𝑋𝑖′ , 𝐻𝑋𝑖 )2as in [1]
and error of the line 𝑒𝑙𝑖 = 𝑑(𝐿, 𝑋). Final cost function can be
updated as
𝐶𝑜𝑠𝑡 = ∑𝑖𝑗 𝑒𝑝𝑖 𝑇 𝜎𝑝𝑖 2 𝐼2𝑥2 𝑒𝑝𝑖 +∑𝑖𝑗 𝑒𝑙𝑖 𝑇 𝜎𝑙𝑖 2 𝐼2𝑥2 𝑒𝑙𝑖 ,

(6)

Fig 2: Detected points and lines

where, 𝜎𝑝𝑖 2 is the covariance matrix associated with points and
𝜎𝑙𝑖 2 is the covariance matrix associated with lines.

Fig 3: Variation of number of keyframes selected and the time of
bundle adjustment is compared between the new SLAM and the ORB
SLAM with only points

Fig 1: Reprojected line cases where blue is the projected line and the
green line is the detected line

3. Results

References

The new proposed SLAM algorithm is tested on our own
dataset and the bundle adjustment time is compared between the
ORB SLAM with only point features and new proposed method.
Since the number of features at each frame increases, the current
SLAM does not select the redundant features from the frame.
Hence the number of frames selected for bundle adjustment and
time is decreased as shown in Fig 3.

[1] Raul Mur-Artal, J. M. M. Montiel and Juan D. Tardós, " ORBSLAM: A Versatile and Accurate Monocular SLAM System," in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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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불과 불똥의 움직임을 사
실적으로 묘사하고 아티스트의 연출 의도에 따라 제어
및 인터랙션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물
의 급속 빙결 현상 시뮬레이션 기법과 사실적인 얼음
표현 기법을 소개한다.

요약
본 논문은 불과 얼음의 사실적인 시각 효과와 인터랙션
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사실적인 불의 시
각 효과를 위하여 연소를 통한 불꽃의 형상과 움직임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불똥의 움직임을 묘사하였다. 그리
고 불꽃의 움직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특정한 형상을
표현하는 기법을 고안하였다. 또한 사실적인 얼음의 시
각 효과를 위하여 얼음 내부의 불투명한 영역을 표현하
였으며, 과냉각 현상에 착안하여 빠르게 빙결되는 현상
을 묘사하였다. 본 연구는 영화나 광고, 게임 등의 산업
현장에서 자연 현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아티스트
의 연출 의도에 따라 제어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불의 시각 효과와 인터렉션
2.1. 온도 기반 불꽃 형상 제어
불꽃은 온도에 따라 색이 결정되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본 기법은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온도를 조
정하여 불꽃이 원하는 형상을 표현하도록 한다. 표현하
고자 하는 형상의 표면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공간을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영역에서 온도를 세밀하
게 조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형상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영역에는 불꽃을 유지하고 하고, 그 외의 영역은 불꽃이
소실되게 하였다. 그 결과 불꽃이 특유의 움직임을 최대
한 보존하면서도 특정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영화, 광고, 게임 등에서 대규모 재난 장면이나
초능력이 등장하는 장면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불과 얼음은 시각 특수 효과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단순히 실제 자연 현상을 사실적
으로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들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출된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불꽃의 움직임을 표현하려
고 사용하는 와류(turbulent flow)는 끊임없이 변화하려
는 성질을 가지는 반면, 유체가 특정한 형상을 유지하게
하는 속도 제약(velocity constraints) 기법은 움직임을
특정 방향으로 강제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러
한 일종의 trade-off 관계를 제어하여 불꽃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원하는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몹시 까다로운 작업이다. 또한 불을 사실적으
로 표현하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반면,
불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얼음의 경우에도 불투명한 영역을 사실적으로 표현하
거나 물이 빠르게 빙결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시

그림 1. 불꽃 온도 제어를 통해 표현된
Stanford bunny

2.2. 불에 대응하는 불똥 시뮬레이션
대부분의 격자(grid) 기반 불 시뮬레이션 기법들[1,2]은
결과물로 온도장(temperature field)과 속도장(velocity
field)을 산출한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여 급격한 형상
및 위치 변화, 또는 충돌을 감지하고 불똥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또한 생성된 불똥의 움직임은 와류, 항력, 양
력 등의 물리적 요소를 동원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 포스터발표논문
* 1 교신저자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Computer Graphics Forum 2013[7], Computer
Animation and Virtual Worlds 2017[6], The Visual
Computer 2016[9], 2017[8]에 각각 게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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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흐르는 물에 의한 빙결 시뮬레이션 결과

4. 결론

그림 2. 불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불똥 효과

우리는 불과 얼음의 시각 효과와 인터렉션을 위한 시뮬
레이션 기법을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불의 시각 효과 제
어를 위하여 온도를 이용한 불꽃 형상 제어 모델을 제
안하였으며 불똥 애니메이션을 위한 자동 생성 기법과
모션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또한 불투명한 얼음을 사실
적으로 묘사하는 기법과 과냉각 현상 기반의 급속 빙결
현상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3. 얼음의 시각 효과와 인터랙션
3.1. 정적인 얼음의 시각효과 시뮬레이션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 빙결될 경우, 얼음 내부에는 명확
히 식별 가능한 큰 형태의 공기방울과 매우 작은 크기
의 공기방울이 뭉쳐서 구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불
투명한 영역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얼음 내부의
큰 크기의 공기방울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사실적인 얼
음을 모델링하기 어려움이 있었다[2]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불투명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큰 크
기의 공기방울은 입자로, 작은 크기의 공기방울은 격자
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1] D. Nguyen, R. Fedikiw, H. Jesen., Physically based
modeling and animation of fire,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2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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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제 얼음 사진(좌)과 본 기법으로 생성한
얼음 결과(우)

3.2. 동적인 얼음의 시각효과 시뮬레이션
흐르는 물이 빠르게 빙결되는 현상은 영화 내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냉각(Supercooled) 현상을 기반으로
하는 급속 빙결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빙결점 이
하의 물이 얼음으로 변화하지 않고 액체상태를 유지하
다가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결정화(Crystallization)가
발생하면 빠르게 얼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러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기법들이 제안
하였던 온도 기반의 상태 변화 모델[3][4] 대신 결정화
에너지 기반의 상태 모델을 고안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얼음 성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4는 흐르는
물의 방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얼음 생성 결과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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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thin liquid jet, the smooth jet surface is gradually
perturbed with time to eventually produce droplets.
This paper proposes to model such a liquid jet with a
thread. It is defined as a series of nodes, and an edge
connecting a pair of nodes is filled with volume
particles. The jet’s large-scale behavior is simulated
by moving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nodes whereas
the small-scale detail is described using the volume
particles. The proposed method is capable of handling
a large number of jets and describing the special
effects, such as liquid chain and fishbone, produced by
impinging jets. Furthermore, the proposed method can
be neatly integrated into existing fluid simulation
systems at a small cost.

Figure 1: Liquid jet examples. Image credits:
©GettyImageBank

2. Thin jet modeling with thread
2.1. Thread structure

1. Introduction

A thread is defined as a series of nodes, and an edge
connecting two nodes is composed of volume particles
to describe surface perturbation. Each volume particle
contains data for the simulation.

Thin liquid jets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our daily
life (Figure 1). The jets are gradually divided into
droplets. This is called the Rayleigh–Plateau instability.

2.2. Forces
The thread’s motion is expressed with four forces as
follows:

Existing fluid simulation methods usually simulate it
with a high resolution. However, the its expensive cost
for the such a small feature is inefficient. This paper
proposes to model the thin liquid jets with threads[1].
The proposed method is fast and easy to control.
Moreover, this paper presents how to simulate
impinging jets and its effects.

=

+

∆

(

+

+

+

)

Where
,
,
, and
are the external,
viscosity, surface tension, and pressure force,
respectively. External, viscosity, and surface tension
force are calculated at each node, and pressure force
is calculated at the volume particle.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Computer Animation and Virtual Worlds, 28(3-4)
2017 에 개제되었음.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6R1A2B3
014319).

2.3. Instability
The perturbation of the jet surface is gradually
increased by capillary pressure. Eventually,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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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 becomes unstable. The thread is resampled
with particle and segment connects two particles.
The segments are merged, split, or broken depending
on their radii and lengths. If the segment length is
longer than the user defined threshold, we divide the
segment into two.

3. Impinging jets
Liquid jets collide with each other, often producing
interesting shapes: Pre-sheet, Liquid chain, and
Fishbone, as shown in Figure 2(a).
Pre-sheet: When the input threads are merged, our
method creates a new output thread at collision
position. The output velocity is set to the average
velocity of the input threads[2].
Liquid chain: In a liquid chain, the number of output
jets is equal to that of the input jets[3]. For each
output jet, a sheet is generated, which direction is
defined through spherical interpolation of neighboring
two input jets. All liquid particles within a sheet move
constantly[2].
Fishbone: The fishbone appears when the rim edge
becomes unstabl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fine
waves generated on the sheet, the fishbone is
symmetric about the centerline, and the inter-droplet
distances are nearly constant along the rim.

Figure 2: Experimental results

4. Experimental results
Figure 2(b) shows a shower with 36 water jets. Every
jet has the initial velocity of 0.5m/s (±10%). Jets exist
only in the air and lose their shapes when they collide
other objects. The area with no jets is simulated by
existing fluid simulation methods[4]. For this scene,
the average simulation time was 2.84 seconds per step,
and this thread-based simulation method took only 7
milliseconds for 36 jets.
Figure 2(c) shows 14 upward jets in a fountain
composed of three plates. Observe that this method
successively
simulates
the
Rayleigh-Plateau
instability for upward water jets. The average
simulation time was 2.58 seconds per step, and this
thread-based simulation method took 5.6 milliseconds
for 14 jets.

The Rayleigh–Plateau instability and the special
features such as liquid chain and fishbone were
simulated quickly and realistically. We also
demonstrated that this method can be integrated with
existing particle-based fluid simulation techniques.
Our method has its own limitations. The threads
cannot represent some sheets above the collision
position which are often generated by strong jets. This
will be tackled with 2- or 3-dimensional model in the
future work.

References
[1] M. Bergou, B. Audoly, E. Vouga, M. Wardetzky, and E.
Grinspun, Discrete viscous threads, ACM Trans. Graph.,
29(4):116:1–116:10, 2010.
[2] R. Li, and N. Ashgriz Characteristics of liquid sheets formed
by two impinging jets, Physics of Fluids, 18(8):087104, 2006.
[3] M. R. O. Panão, and J. M. D. Delgado, Toward the design of
low flow-rate multijet impingement spray atomizers,
Experimental Thermal and Fluid Science, 58:170–179, 2014.
[4] K. Um, S. Baek, and J. Han, Advanced hybrid particle-grid
method with subgrid particle correction, Computer Graphics
Forum, 33(7):209–218, 2014.

5. Conclusion
This paper presented a method of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n liquid jets using a threa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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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고체 연소 과정에서 산소와 기체 연료

본 연구는 격자-볼츠만 방법(Lattice-Boltzmann Method; LBM)기반 고체연소 시뮬레이션에 산소와 기체연료
를 결합한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고체 연소 시뮬레이
션의 방법은 고체를 연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실제 연소 과정에서 필수 요소 중 하
나인 산소는 공기 중에서 무한이 공급 되며 연소 발생
지점에서 감소한다. 또한 고체 중 나무 재질이 연소 시
열분해 과정에서 많은 양의 기체 연료가 생성된다. 이
기체는 공기 중에서 이류와 확산과정을 통하여 퍼지며,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면 연소된다. 이 또한 연소
에 의해서 열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산소와 기
체 연료에 의해 고체 연료 연소의 모양과 시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체의 연소 과정은 열분해가 일어나는 예
열 단계, 빛과 열을 내며 타게 되는 연소 단계, 숯 및
재 등의 잔여물이 생성되는 숯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
다. 예열 단계는 발화점까지 열 공급이 이루어지는 단계
로 열에 의해 물체가 화학적인 반응을 하여 인화성 기
체, 연기, 숯 등이 생성되지만 연소는 되지 않는 단계이
다. 연소 단계는 발화점 이상의 열 공급이 되면 인화성
기체가 점화되며 빛과 열을 내는 화염(flame)을 볼 수
있다. 이때 물체의 구조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변화되고
산소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불
완전 연소로 이어지고 많은 양의 연기와 잔여물이 발생
된다. 마지막 숯 단계는 화염을 유지할 정도의 온도에
도달되지 않은 상태이며 충분한 양의 인화성 기체가 공
급되지 않을 때이다. 숯이 된 물체는 더 이상 빠르게 타
지 않으며 은은하게 타다가 재만 남게 된다.

1. 서론

고체의 연소 과정에서 열분해, 연소, 잔여물 성생에 영
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존재한다. 그 중 연소의 필수
구성 요소인 산소와 고체의 연소과정 중 발생하는 기체
연료는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연소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관찰 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 제작에 많이 이
용되어왔다. 연소 현상에서 불 모양 자체는 컴퓨터 그래
픽스 분야의 유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당히 사실적으
로 모사되었다[1][2]. 하지만, 고체 자체에서 발생하는
연소 과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즉, 연소과정에
서 발생하는 고체 내부의 물리/화학적인 변화와 연소
후 생성되는 재나 숯도 표현되지 않았다. 최근 고체의
연소를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LBM[3]을
도입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고체 내부의 열전달 및 유체
의 흐름을 모델링한 연구가 소개되었다.[4] 하지만 이 연
소과정은 고체 연소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연소
모델과는 다른 양상의 연소 결과를 얻는다. 본 논문은 고
체의 연소 모델을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산
소와 기체 연료의 연소를 모델링한다.
* 포스터 발표논문
* 1교신저자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IEEE TVCG 2016에 제출 예정임.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중심
대학의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는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RF-2015R1C1A1A02036501).

2.1. 산소
연소의 필수 요소는 연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로
구성된다. 이 필수 요소가 만족할 때 연소가 이루어지는
데 기존의 고체연소 모델[4]에서는 연료와 온도만을 고
려하고 있다. 내부 밀도가 높은 고체가 연소될 때 내부
에는 산소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한
물체의 외벽부터 연소가 되고 점점 내부로 타 들어가게
된다. 산소의 이류와 분산의 속도에 따라 연소의 방향과
모양, 시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2. 기체 연료
고체에 열이 가해지면 고체는 예열 단계, 연소 단계, 숯
단계로 열분해 된다. 그 중 예열 단계에서 많은 양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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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연소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아
직 연소 후 남은 숯에 대한 휘어짐이나 무너짐과 같은
모델링이 필요하고 기체 연료에 대한 렌더링 등의 개선
된 연구가 필요하다.

스가 배출되는데 그 중에 연소가 가능한 인화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인화성 기체 연료는 바로 연소 되지
않고 이류와 확산을 통하여 주변으로 퍼진다. 주변의 열
로 인해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면 연소가 된다.
기체 연료 역시 연소하면서 열을 방출하며 주변의 온도
를 상승 시킨다. 이로 인해 주변 기체 연료는 연속작용
으로 연소가 지속될 수 있다. 연소 단계에서는 화학작용
이 폭발적으로 작용하여 기체 연료가 방출 되자마자 바
로 연소 되어 버린다. 숯 단계에서는 낮은 온도로 열분
해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기체 연료도 거의 방출되지
않아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체 연료는 산소와 같이
연소의 방향과 모양, 시간을 변화시킨다.

3. 산소 필드
그림 1: 산소필드 유(위)/무(아래)에 의한 연소.

산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산소 필드를 추가한다. 기존의
연소 시뮬레이션[4]은 고체 부분을 LBM기반으로 시뮬
레이션 한다. 하지만 산소는 대부분 고체외부에 있고 연
소 시 화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나비어-스톡스(Navier-Stokes; NS) 방정식
을 유한차분법으로 이산화 하여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연소에 필수 요소인 산소는 고체가 연소 되면서 감소한
다. 이를 위해 화학 반응식인 아레니우스(Arrhenius) 방
정식을 이용하여 산소의 감소량을 계산하였다.
          
  는 산소의 감소율,  반응속도 상수,  는 온도,
 는 기체상수 이다. 이로 인해 감소된 산소를 지속적으
로 공급하기 위하여 Dirichlet 경계면 조건을 사용한다.
이는 경계면에서 산소 값을 상수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1은 [4]에서
제안한 연소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비교 이
미지이다.

그림 2: 기체 연료량에 따른 연소 비교

그림 3: 산소와 기체연료를 고려한 3차원 나무 연소

4. 기체 연료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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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ij|cwyh5526}@ewhain.net, kimy@ewha.ac.kr

Characteristic and Performance Comparisons among Physics-based Cloth Simulators
Jungmin Kim, Jisu Kim, Young J. Kim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요약
특히 직물 시뮬레이터에서 직물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적 물성인 bending, stretching, shearing이 어떻게 구
현되었는지 살펴보며 시뮬레이터의 충돌 검출 성능을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직물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관점으
로 비교분석하여 응용 소프트웨어에 적절한 시뮬레이터
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
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분석대상 시뮬레이터로 사용
자층이 넓은 Maya의 nCloth와 Bullet 플러그인, 3DS
Max의 Cloth Modifier와 PhysX 3.0 플러그인이 선택되
었다. 이러한 시뮬레이터는 직물 시뮬레이션의 고유한
물리적 성질인 bending, stretching, shearing을 구현하
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는 캐릭터 시뮬레이션에 종속적
이라는 제약사항이 있었다. 또한 이들 시뮬레이터 간의
성능을 비교하였고, 특히 충돌 감지 측면에서는 nCloth,
충돌 처리에서는 Bullet 플러그인과 Cloth Modifier가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조절 자유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2. 가상 직물 시뮬레이션
2.1. 직물 시뮬레이션 방법과 비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직물 시뮬레이션은 크게 물리적 방
법과 기하학적 방법으로 구현된다. 두 방법 모두 직물
노드들을 이산화(discrete) 혹은 연속적인(continuum)
형태로 모델링하나 물리적 방법의 경우에는 직물 노드
들 간의 에너지, 힘 제약조건을, 기하학적 방법의 경우
에는 기하학적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구성하고 이것의 수치적 해를 구한다 [1].

1. 서론
가상 직물 시뮬레이션은 컴퓨터그래픽스에 기반한 비디
오게임이나 영화 VFX부터 미디어 아트와 의류산업, 그
리고 로보틱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직물은 비등방적 점탄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압축적이고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성질이 있으며, 이
러한 성질을 비선형적으로 모델링할 때 가상의 직물의
움직임이 실제 그것처럼 시뮬레이션 될 수 있다. 또한
직물 시뮬레이션은 직물과 주변 물체와의 충돌반응과
직물 내부의 자체충돌 반응을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하학적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인 Positionbased dynamics(PBD)는 제약 조건에 따라 직물 구성
요소의 위치 정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시뮬레이션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PBD의 경우 물리적 방법에 비
하여 계산시간을 덜 소모하고 제약조건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과 같은 실시간 시뮬레이션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Maya의 nCloth[3]와
Bullet 플러그인[4], 3DS Max의 PhysX 3.0 플러그인
[5]은 모두 PBD기반의 동역학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
하고 있다 [6]. 또한 PhysX의 경우 NVIDIA GPU가 장
착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구동할 때는 GPU 가속
화가 가능하며, Multi-core CPU system에서 다중 스레
딩을 통해 시뮬레이션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병렬화
기능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그래픽스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온 가상 직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특성을
비교하여 사용자들이 응용 소프트웨어에 적절한 시뮬레
이터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nCloth와 Bullet 플러그인, 3DS Max의 Cloth
Modifier[7]는 기하학적 프리미티브(primitive)를 직물
이나 혹은 그와 충돌할 수 있는 충돌체로 설정하여 직
물과 충돌체 간의 충돌 및 접촉 시뮬레이션을 구현한다.
반면 PhysX에서는 직물 시뮬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객
체에 스킨(skin) 속성이 적용되어야 직물을 생성할 수

* 포스터 발표논문, 학부생 주저자 논문,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도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
흥센터의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IITP-2017-2012-00044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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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해당 객체의 스킨에 뼈대(bone)가 할당 되어야
그에 따른 직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PhysX는 캐릭터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임의의 충돌체
에 대한 직물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터 모두 자기충돌(Self-collision) 처리기능을 제공한다.
단, 자기충돌검사는 계산량이 많아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 가
능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위의 시뮬레이터는 직물의 세가지 물성인 bending,
stretching, shearing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표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특히 nCloth와 PhysX의 경우 이
세가지 값은 직물 메시의 각 정점 간의 거리 제약조건
을 통해 기하적으로 통제된다.

일반적으로 충돌검사에서는 직물과 충돌하는 객체에
박스나 구형태의 간단한 충돌체를 따로 지정하여 계산
시간을 줄인다. nCloth에서는 충돌하는 객체뿐만 아니
라 직물에서도 충돌에 참여할 구성요소(vertex, edge,
face)를 선택할 수 있어 좀 더 사용자의 제어 자유도가
높다. 또한 직물들 간에 레이어를 설정해 인접한 직물
들 사이에서만 충돌검사를 하여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표 1 가상 직물 시뮬레이터 속성 비교
Feature

Maya

3DS Max

Name

nCloth

Bullet

Cloth
Modifier

PhysX

Algorithm

PBD

PBD

N/A

PBD

GPU Support

X

X

X

O

Real-time
Simulation

X

Δ

X

O

Bending
Stretching

O

O

O

O

Shearing

O

X

O

O

Self-collision

O

O

O

O

Continuous
Collision
Collision
Margin
Collision
Layer

X

X

X

O

O

O

O

O

O

X

O

X

Post-collision
Effect

Bouncing,
Sticking

-

Cutting

-

Collision
Response
Controllability

X

O

O

X

충돌을 감지했을 때 충돌체 간에 적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도록 반발력이 작용한다. Bullet과 Cloth
Modifier는 사용자가 각각 Contact hardness와
Repulsion 값을 조절해 반발력도 정의할 수 있어 충돌
처리에서 좀 더 높은 사용자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충
돌 후의 효과를 설정할 수 도 있는데, nCloth에서는 충
돌 후 객체가 반발하거나 달라붙게 할 수 있고, Cloth
Modifier에서는 충돌한 객체가 직물을 자르게 할 수도
있다 (표 1 참조).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시뮬레이터 4종의 시뮬레이션 속
성과 충돌 감지 및 처리 속성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성
과 성능을 알아보았다. 시뮬레이션에서 조절가능한 속
성변수 측면으로는 모든 시뮬레이터가 공통적으로
bending, stretching 등의 기본적인 속성을 제공하며
시뮬레이션 속도 측면에서 퍼포먼스는 PhysX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
충돌 감지 및 처리 속성에서는 PhysX 플러그인은 일
반적인 직물 시뮬레이션으로 사용되기에는 제약사항이
많다는 것과, nCloth는 충돌 검사에서, Bullet 플러그인
과 Cloth Modifier는 충돌 처리에서 각각 자유도가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충돌 감지와 처리 속성 비교
이 절에서는 가상 직물 시뮬레이터의 충돌감지와 처리
에 사용되는 속성을 비교, 분석하여 충돌감지에 필요한
제약사항과 사용자의 조절 자유도를 살펴본다.

참고문헌
[1] N. M. Thalmann, Modeling and simulating bodies and
garment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0
[2] M. Müller, J. Stam, D. James, and N. Thuerey, Real Time
Physics, SIGGRAPH Course Notes, 2008
[3] Autodesk Maya 2017 Manual,
https://knowledge.autodesk.com/support/maya
[4] Bullet Physics 3.0 Manual, http://bulletphysics.org
[5] NVIDIA PhysX 3.x Manual, http://docs.nvidia.com
[6] J. Cai, F. Lin, and H. S. Seah, Graphical Simulation of
Deformable Model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6
[7] Autodesk 3DS Max 2017 Manual,
https://knowledge.autodesk.com/support/3ds-max

충돌감지를 위해 각 시뮬레이터마다 충돌체를 설정할
수 있다. nCloth는 Nucleus, Bullet은 Bullet solver에
서 충돌검사가 실시된다. Cloth Modifier의 경우 Cloth
마다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
는 반면, PhysX는 Skin과 Bone으로 연결된 물체 사이
에서만 충돌이 일어난다.
직물 충돌감지에서 가장 계산량이 높은 연산은 직물
내부의 자체충돌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
면 직물의 기하구조가 얽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힘
든 상태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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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닝과 GBVS를 이용한 자동 그랩컷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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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utomatic Grabcut Algorithm Using Sharpening and GBVS
Seungkyun Ko0, Jaewoo Shin, Jung Lee, Sun-Jeong Kim
Dept. of Convergence Software, Hallym University

히스토그램 평활화와 샤프닝을 수행한 후, Patil[5]이 사
용한 GBVS[1]와 Otsu 알고리즘[2]을 사용하여 자동으
로 관심영역을 포함하는 경계상자를 추출한다. 그 경계
상자를 그랩컷 알고리즘에 적용시킴으로써, 전경과 배경
의 색이 비슷한 영상에서 향상된 그랩컷 결과를 자동으
로 생성한다.

요약
본 논문에서는 샤프닝과 그래프 기반의 이미지 관심영
역 모델인 GBVS(Graph-Based Visual Saliency)를 이
용하여, 컬러 영상에서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는 자동화
된 그랩컷(Grabcut)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히스토
그램 평활화와 샤프닝을 사용하여 경계선을 뚜렷하게
만든 다음, GBVS를 사용하여 관심영역 맵을 만든다.
Otsu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절한 임계점을 찾아 이미
지를 이진화 시키고, 관심영역을 포함하는 경계상자를
찾는다. 이와 같이 찾아낸 관심영역의 경계상자를 그랩
컷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전경을 자동으로 분리한다. 제
안된 알고리즘은 샤프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그랩컷
알고리즘보다 전경과 배경의 색이 비슷한 영상에서 향
상된 객체 추출 결과를 보인다.

2. 자동 그랩컷 알고리즘
2.1. 시스템 개요
분리하고자 하는 객체를 포함하는 관심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해내기 위해, GBVS와 Otsu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관심영역인 GBVS를 보다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본 논
문의 제안 시스템에서는 전처리 과정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와 샤프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자동 추출된 경
계상자를 그랩컷 알고리즘에 적용시킨다. [그림 1]은 각
단계의 중간 결과를 보여준다.

1. 서론
영상 분할은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합성 분야에서 활
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기술로, 그 중 그랩컷 알고리즘
[3]은 그래프 컷[4]에 기반한 영상 분할 방법이다. 사
용자가 컬러 영상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객체가 포함된
경계상자를 지정하면, 가우시안 mixture 모델을 사용하
여 컬러 분포를 추정한 후 에너지 함수와 최적화에 기
반한 그래프 컷을 사용하여 객체를 영상에서 분리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경계상자를 지정하는 불편함을 해
소하기 위해, 그랩컷 알고리즘을 자동화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제안되어 왔다. Fu[6]는 자동으로 객체를 분
할하는 Saliency Cut이라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Hemandez[7]는 영상에서 사람을 분리하는 STGrabcut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Patil[5]은 자동화된
그랩컷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객체를 분리해낸 후, 비사
실적 렌더링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영상 분할을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a)

(b)

(c)

(d)

(e)

그림 1: 제안 알고리즘의 절차
(a) 입력영상, (b) 샤프닝, (c) GBVS,
(d) 마스크, (e) 제안 알고리즘 결과

2.2. 구현
2.2.1 전처리 과정 - 샤프닝 사용
입력 영상에서 전경과 배경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사용한다. 히스토그램 평활화
는 영상의 밝기 값의 분포를 균일하게 만드는 영상 작
업으로 영상의 밝기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넓은
영역에 걸쳐 밝기가 분포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을 개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사프닝을 적
용한다.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샤프닝 필터로 고역증대
필터를 사용한다. 고역증대 필터는 입력 영상의 명암비
를 전체적으로 높여줌과 동시에 경계선을 강조함으로써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2017R1D1A1B0303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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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밝아서 샤프닝을 적용하였을 때 GBVS의 활성화
맵의 값이 적게 나와 결과 영상에서 접시가 제외된 결
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랩컷을 사용한 영역과 자동으로 선택되는 영
역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평가하기 위해 Oh[8]가 사용
한 수식을 사용하였다.
∩
2
S

전체적으로 더욱 선명해진 영상을 생성한다. 또한 사용
자가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도 있어 원하는 샤프닝 정도
를 선택 가능하다.
2.2.2 자동 이미지 분할 - GBVS 사용
그랩컷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리하고자 하는 영역
의 경계상자를 자동으로 찾아내야 한다. 본 논문의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Patil[5]이 사용했던 GBVS을 사용한다.
GBVS는 영상에서 두드러진 영역을 찾기 위한 그래프
기반의 이미지 관심영역 모델로, 이미지에서 관심영역과
배경을 구분할 수 있는 활성화 맵을 생성한다. 영상에
그래프 기반의 이미지 관심영역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객체 인식의 정확도와 연산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Otsu 알고리즘의 결과로 나온 임계값을 이용하여 활성
화 맵의 마스크를 생성한다. 이 마스크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사각 영역을 경계상자로 지정하여 그랩컷 알고리
즘을 실행한다.

이 수식은 서로 유사한 픽셀이 많아 질수록 S 값이 1에
가깝게 나온다. 그림 2에서 사용한 이미지들의 S 값 척
도는 위에서부터 각 0.990, 0.978, 0.831로 비교적 1과
가까운 값이 나왔다. 이는 수동으로 그랩컷의 관심영역
을 지정하는 영역과 자동으로 지정하는 관심영역이 비
슷한 것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샤프닝과 GBVS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전
경과 배경을 분리하는 그랩컷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랩컷 알고리즘을 자동화시키기 위해 GBVS를 사용하
여 관심영역에 대한 경계상자를 자동으로 지정하였고,
샤프닝을 이용하여 전경과 배경의 색상이 비슷한 영상
에서 향상된 영상 분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러나 전경과 배경의 색상이 비슷하지 않은 영상에서는
잘 분할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trimap을 이용한 매팅 방법과 비교하여
나은 객체 추출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 방
법으로 영상 분할된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미지 합
성을 할 예정이다.

3.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ImageNet과 Flickr에 있는 무료 영상들
을 사용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은 Matlab 2012a로 구현
되었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참고문헌

(a) 원본 이미지

(b) 기존 Grabcut

[1] J. Harel, C. Koch, and P. Perona, “Graph-based visual
saliency,”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545-552, 2006.
[2] N. Otsu, “A Threshold selection method from gray-level
histograms,” Automatica, vol. 11, no. 285-296, pp. 23-27, 1975.
[3] C. Rother, V. Kolmogorov, and A. Blake, “Grabcut:
Interactive foreground extraction using iterated graph cuts,”
ACM Trans. Graph., vol. 23, pp. 309-314, ACM, 2004.
[4] Y. Y. Boykov, and M. P. Jolly, “Interactive graph cuts objects
in N-D images”, Computer Vision, ICCV2001, vol. 1, pp. 105112, 2001.
[5] G. Patil and S. Raman, “Automatic Content-aware NonPhotorealistic Rendering of Imag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Visual Computing,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6
[6] Y. Fu, J. Cheng, Z. Li, and H. Lu, “Saliency cuts: An
automatic approach to object segmentation”, Proc. IEEE Int.
Conf. Pattern Recognition., pp. 1-4, 2008.
[7] Hernandez, A. Reyes, M. Escalera, and S. Radeva, “Spatiotemporal grabcut human segmentation for face and pose
recovery”,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Analysis and
Modeling of Faces and Gestures, CVPR, 2010.
[8] 오강한, 김수형, 박상철, 나인섭, “GMM 기법과 RGB
클러스터링을 결합한 꽃 영역 분할”, 한국정보과학회 학
술대회논문집, 38(2B), 415-418, 2011

(c) 제안 방법

그림 2: 영상 분할 결과 비교

[그림 2]에서 왼쪽 열은 원본 이미지이고, 중간 열은
사용자가 영상 분할할 객체의 경계상자를 지정해주는
기존의 그랩컷 알고리즘의 결과이며, 오른쪽 열은 본 논
문의 제안 알고리즘 결과이다. 제안 알고리즘은 GBVS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관심영역을 포함하는 경계상자를
자동으로 지정하고, 샤프닝을 이용하여 객체와 비슷한
색을 갖는 배경을 제외할 수 있다. 가운데 줄 영상의 경
우, 장미 꽃 속에 검은색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그랩
컷 알고리즘은 배경에 있는 검은색을 객체와 함께 분리
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맨 아래 줄 영상의 경우, 접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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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2. 제안한 방법

영상 워터마킹에 있어 비가시성과 강인성은 매우 중요
한 요소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워터마크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워터마킹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워터마킹 기법과는 다르게, 우리는
삽입하기에 최적의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기법을 사용하
였다. 원본 영상과 워터마크의 패턴, 삽입하는 기법들을
분석하여서 워터마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
의 워터마크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워터마크 최적화
기법은 여러가지 삽입방법에서 이용될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증명
하였다.

2.1. 워터마크 최적화.
우리는 최적화 워터마크를 제작하기 위해 총 3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비가시성, 강인성, 워터마크와의 유

1. 서론
워터마킹의 성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비가시
성 과 강인성이다. 비가시성은 원본영상과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의미한다. 강인성은
삽입된 워터마크가 다양한 영상공격에도 얼마나 잘 버
틸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워터마킹의 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논문들은 삽입 방법에서 대부분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1]. 하지만 우리는 워터마
킹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삽입 방법보다는 워터마크
자체에 더욱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워터마크를 원본영상과 워터마크
의 특징을 분석하여 새로운 워터마크로 변형하는 기법
을 개발하였다. 최적화 공식은 워터마킹의 강인성과 비
가시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1: 워터마크 최적화

사성. 이 3가지 요소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워터마크
최적화 공식을 정의하였다:

      
여기서   와  는 각각 비가시성(Invisibility), 강
인성(Robustness) 그리고 원본 워터마크와 너무 달라진
워터마크의 제작을 막기 위한 워터마크의 유사성
(Similarity)을 나타낸다.
우리는 각각의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해 SSIM(structural similarity)를 이용하였다[2]. SSIM은 영상패턴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동일한가를 측정해주는 기법중 하나
로 PSNR 등의 다른 방법 보다 훨씬 더 사람의 시각인
식에 적합한 수치를 제공하여 준다.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초기연구결과를 기술한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임
* 이 논문은 삼성전자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 (과제번호 SRFC-IT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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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의 비가시성( )
이 요소는 원본영상과 워터마크 삽입영상의 비교를 통
해 얼마나 워터마크 삽입영상이 많이 변질되지 않았는
가를 측정해주는 항이다. 이 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
다:

얻을 수 있었다.(굵은 글씨)
공격
Blur
Noise

     
여기서  는 SSIM을 의미하고,  는 원본영상,
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을 의미한다.

No attack
0.5072
0.6014

Blur
0.8413
0.4243

Noise
0.4728
0.8751

Blur+Noise
0.7961
0.5301

표 1: 공격에 따른 최적화 워터마크의 삽입 결과 (단위 SSIM)

 는

워

워터마크의 강인성(  )
이 요소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이 다양한 영상공격
으로부터 공격 받았을 때, 그 안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얼마나 잘 보존되어있는 가를 측정해주는 항이다. 이 항
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여기서  는 영상공격 이후에 추출된 워터마크를
는 삽입할 최적화 워터마크를 의미한다.



주어진 워터마크와의 유사성(  )
이 요소는 최적화를 통해 제작할 워터마크가 기존에 주
어진 워터마크와 형태가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
게 하는 항이다.

그림 2: 원본 영상(좌측)과 주어진 워터마크(중앙)을 통해 제
작한 최적화된 워터마크(우측)

     
여기서

는

4. 결론

처음에 주어진 워터마크를 의미한다.

해당 SSIM 방정식을 이용한 워터마크 최적화는 블라인
드 워터마킹의 경우 1024(32×32), 넌-블라인드 워터마
킹의 경우 65336(256×256)개의 변수를 이용한 최적화
이다. 그로 인해 최적화 공식이 매우 복잡해지고 오래
걸리므로, 우리는 쿼지-뉴턴방식[3]을 이용한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워터마킹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였다. 주어진 워터마크와 원본 영
상을 이용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의 비가시성과
워터마크의 강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새로운 워터마크
를 제작하였다. 원본 영상에 맞게 최적화된 워터마크는
기존의 단순히 삽입되던 워터마크보다 훨씬 더 좋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다양한 워터마크 삽입기법에 활
용함으로써 제안한 기법의 범용성을 증명하였다.

3. 실험적 결과

참고문헌

우리는 넌-블라인드 워터마킹 실험을 위해 DWT
(discrete
wavelet
transform)과
CAT(cellular
automata transform)을 이용하였다. 또한 원본영상과
워터마크는 각각 512×512, 256×256 크기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최적화 워터마크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항의 계
수를 정해주었다:      는 워터마킹 사용자의 임
의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을 강조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실험에서 0.2, 0.2, 0.6로 설정하고 최적
화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영상공격에는 가우시안 잡음
공격과 가우시안 블러(Blur) 공격을 이용하여 워터마크
의 강인성을 시험해 보았다. 표 1은 영상공격에 따라
워터마크를 최적화 했을 때의 워터마킹 결과를 나타낸
다. 각 공격에 맞는 최적화를 진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1] I. J. Cox, M. L. Miller, J. A. Bloom, and C.
Honsinger,“Digital watermarking,” Proc. of International
Workshopon Digital-Forensics and Watermarking, 2005.
[2] Z. Wang, A. C. Bovik, H. R. Sheikh, and E. P.
Simoncelli,“Image quality assessment: from error visibility
tostructural similarity,”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vol. 13, no. 4, pp. 600–612, 2004.
[3] D. F. Shanno, “Conditioning of quasi-newton methods
for function minimization,” Mathematics of Computation,
vol. 24, no. 111, pp. 647–656, 1970.

2.2. 최적화 문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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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커 검출을 위한 특징 값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특징
값을 조합한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모델학습 후, 플리커
검출을 수행한다. 이렇게 검출된 프레임에 대하여 톤 안
정화를 위한 다항곡선접합(polynomial curve fitting) 기
반의 톤 안정화를 통해, 플리커가 제거된 HDR 비디오
를 취득할 수 있다.

고품질의 영상과, 높은 다이나믹레인지를 얻기 위한 톤
매핑 기법은 HDR카메라로부터 취득한 영상을 디스플레
이 장치에 표현 가능한 다이나믹레인지를 갖는 영상으
로 효과적으로 매핑시켜준다. 하지만 다중프레임으로 구
성되는 비디오에 이러한 톤매핑 기법을 적용할 경우, 프
레임간 명암도 분포 차이로 인하여 비디오가 깜빡이는
플리커(flicker)현상이 발생되어 영상품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플리커 현상을 제거하기 위
하여 히스토그램 분포차이를 이용하여 학습을 위한 특
징 값 추출법을 제안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
습한다.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하여 플리커 발생 프레임
을 분류하고 분류된 프레임에 대하여 플리커 제거를 수
행한다.

2. 신경망 기반의 플리커 검출 및 제거
단일영상에 대한 명암측정 후, 연속된 2개의 프레임 간
명암도의 차이를 구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 분포 차이
를 이용한다.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이용하여 연속된 2
개의 프레임간 히스토그램 분포의 차이를 구하여, 이를
특징 값으로 정의한다. 특징 값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
수식(1)과 같이 정의한다.

1. 서론

255

HDR 카메라를 통해 취득한 영상을 제한된 다이나믹레
인지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매핑 시 손실을 최소화
하며 높은 대비를 갖는 영상을 취득하기 방법으로 최근
톤매핑 기술[1,2]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
영상이 아닌 다중 영상으로 구성된 비디오에 이러한 톤
매핑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프레임간 명암도 차이로
인하여 깜빡이는 현상인 플리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플리커 제거를 위한 연구로 톤매핑 파라미터를 조절하
는 연구[3]등이 있지만, 톤매핑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플리커 현상을 감소시킬 경우, 결과 영상에서 플리커를
후 보정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
리커가 최소화된 톤안정화 영상을 추출하기 위하여 특
징 값 추출기법과, 플리커 검출을 위하여 특징벡터를 신
경망에 학습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연속된 프레임 간
히스토그램 분포차이를 쿨백 라이블러 발산 (Kull-back
Leibler Divergence, KLD)을 통해 구한 후 이를 모델학
습을 위한 특징 값으로 정의한다. [4]에서 제안한 플리

DKL (𝑃||𝑄) = ∑ 𝑃(𝑖) log
𝑖=𝑛

𝑃(𝑖)
,
𝑄(𝑖)
(1)

n = 255 ∗ α
DKL (𝑃||𝑄)는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통해 구한 히스토그
램 분포의 차이 값이며, 𝑃 는 연속된 2개의 프레임 중
𝑛 − 1 번째 의 확률질량함수, 𝑄 는 𝑛 번째 프레임의 확률
질량함수를 의미한다.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통해 구한
연속된 프레임간 차이 값이 양수, 음수 쪽으로 발산할수
록 프레임간 명암도 차이가 증가하고, 양수방향으로의
발산은 𝑛 − 1, 음수방향으로의 발산은 𝑛 번째 프레임 쪽
으로 분포 값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0
값에 수렴할수록 프레임간 명암도 차이가 작다고 가정
하여 특징 값을 추출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플리커가
발생한 프레임들에 대하여 특징 값이 크게 분포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플리커가 발생하지 않은 프레
임들에 대해서는 특징 값이 작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 값으로는 [4]에서 제안
한 프레임간 영역별 최대값의 평균의 차로 정의하며, 다
음 수식(2)와 같이 정의한다.

* 포스터발표논문
* 이 논문은 2016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5-R1D1A1A0105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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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특징 값인 연속된 프레임 간
히스토그램 분포의 차이 값들의 분포 (빨간색 그래프는
플리커가 발생한 프레임들에 대한 분포차이 값, 파란색
그래프는 플리커가 발생하지 않은 프레임들에 대한
분포차이 값, 수평축은 프레임 번호)
𝜏𝑚𝑎𝑥 (I) =

1
𝑚

∑𝑚
𝑥=1 max I(𝑥, 𝑦),

F(𝜏𝑚𝑎𝑥 ) =

1≤𝑦≤𝑛

그림 2: 기존 특징 값 F(𝜏𝑚𝑎𝑥 )와 제안한 특징 값인
DKL (𝑃||𝑄)와 F(𝜏𝑚𝑎𝑥 )를 조합한 특징벡터를 학습한
결과의 accuracy, precision, recall

(2)

𝑑
(I )
𝜏
𝑑𝑖 𝑚𝑎𝑥 𝑖
그림 3: 연속된 5개의 프레임 중 플리커가 발생된
프레임(위쪽)에 대하여 플리커 제거를 수행한
결과(아래쪽)

I는 영상의 밝기 값, 𝜏𝑚𝑎𝑥 (I)는 각 열에서의 최대값의 평
균 값이며, F(𝜏𝑚𝑎𝑥 ) 는 연속된 2개의 프레임 간 𝜏𝑚𝑎𝑥 (I)
들의 차이 정보를 갖는 벡터로, 음수는 𝑖 − 1 번째 프레
임 쪽으로, 양수는 𝑖번째 프레임 쪽으로 높은 값들이 분
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특징 값과,
(2)에서 정의한 특징 값을 조합한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신경망 모델을 학습한다.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는 2개
의 fully connected된 layer로 구성하고 분류기는 softmax function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한다. 학습을 통
해 검출한 프레임에 대하여 프레임간 명암도 차이를 감
소시키기 위하여 [4]에서 제안한 다항곡선접합기반의
플리커 제거작업을 수행한다.

인 명암도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역적, 지역적인
명암도 차이를 이용하여 플리커 판단이 어려운 프레임
에 대해서도 기존의 특징 값 만을 이용한 것보다 제안
한 특징 값을 추가한 특징벡터로 학습한 경우가 accuracy, precision, recall 모두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에서와 같이 플리커 발생 프레
임들에 비하여 플리커 제거 후의 프레임들의 톤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톤매핑 수행 시 발생하는 플리커를 학습
하기 위한 특징벡터와 신경망 구조를 제안하였다. 연속
된 프레임에서 제안한 명암도 차이를 기반으로 학습을
위한 특징 값을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이용하여 정의하
였고, 조합한 특징벡터를 신경망에 학습함으로써, 플리
커 검출 성능을 증명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플리커 검
출을 위해 딥러닝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고, 플리커 제거
를 위한 파라미터 또한 딥러닝을 사용하여 추정할 실험
계획에 있다.

실험 데이터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 톤매핑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HDR영상으로 변환된 1400개 프레임에 대
하여 70%인 980개의 프레임 중 플리커 프레임 490개,
비플리커 프레임 490개로 구성하여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고, 30%인 420개를 테스트데이터셋으로 사용
하였다. 프레임간 플리커 현상은 어두운 픽셀 보다는 밝
은 픽셀 쪽의 변화로 인해 생길 것이라고 가정하여 수
식(1)의 특징 값을 추출하기 위한 파라미터 α 를 0.5로
정의하여 영상의 밝은 쪽 50%의 값을 히스토그램 분포
차이의 계산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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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인공신경망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5]

화장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
법으로 오랜 기간 예술과 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
서의 화장 재현 기술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심층학습(deep learning)으로 대표되는
최근 인공신경망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성공
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화장 재현 분야에서의 인공신경망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 이미지의 파운데이션 화
장 두께를 예상하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제안한다.

인공신경망은 서로 연결된 인공신경세포(artificial
neuron)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인공신경세포의
구조가 그림 1(좌)에 나타나 있다. wi는 각 입력에 대한
가중치이고, 함수 f는 activation function으로 임계값
이상의 입력이 들어와야 출력을 내보내는 생체 신경세
포의 동작을 구현한다.

그림 1: 인공신경세포(artificial neuron) 구조(좌)와
간단한 인공신경망(우)

1. 서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의 화장 재현은 기본적으로 피부
렌더링 기술을 필요로 한다. 피부 렌더링은 컴퓨터 그래
픽스의 주요 분야로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
근 연구들은 실시간으로 실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
들을 보여 주고 있다[2]. 반면 화장 재현은 그 중요도
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들도
아직은 개선할 여지가 많다[3][4].
이는 화장품 성분의 다양성, 덧칠로 인한 화장 계층
구조, 도포 방법 및 도포량에 따른 변화 등 여러 복잡한
요소들로 인한 것이며 이 모든 요소들을 물리적으로 정
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공신경망은 생체 신경세포(neuron)의 동작
방식에 기반한 인공신경세포를 학습시켜 문제를 해결하
는 방식으로 최근 GPU의 급격한 성능 향상에 힘입은
심층학습의 발전과 함께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1].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No.2015R1A2A1A10055178), 2017년도 두뇌한국21플러스사
업, 서울대학교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ASRI)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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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우)는 간단한 인공신경망을 보여주며 은닉(hidden)
레이어가 둘 이상인 경우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이라고 한다.
CNN은 이미지 분석에 특화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
로, 망의 앞부분에 컨볼루션 커널을 사용하는 레이어들
을 포함하는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계층적인 이미
지 특징(feature)을 학습하는 역할을 한다. 망의 뒷부분
은 그림 1(우)와 같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들로 구
성되어 있어 컨볼루션 레이어들에서 추출된 특징들을
이용해 최종 출력을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3. 파운데이션 두께 예측 CNN 모델
3.1. 기본 CNN 모델
기본 CNN 모델은 CIFAR-10 데이터셋을 학습하기
위한 Matlab 예제[6]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5 컨볼
루션 커널을 사용하는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으며
필터의 개수는 첫 번째 레이어부터 각 32, 32, 64이다.
그림 2는 기본 CNN 모델의 망 개요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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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전체 학습샘플들이 한 번씩 전달됨) 학습하였
고 테스트샘플을 사용한 성능 측정이 아래 표 1이다.
표 1: 성능 측정
그림 2: 기본 CNN 모델의 망 개요도

모델의 입력은 128*128 크기의 RGB 3채널 이미지로
128*128*3=49152개의 입력 레이어 노드들로 전달된다.
모델의 출력으로는 이미지의 파운데이션 두께 예측값인
tpred이 나온다.
3.2. 개선 CNN 모델
CNN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선된 모델의 수
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컨볼루션 커널 크기를 5에서 11로 변경하였다. 샘
○
플 사진의 해상도가 높은 편으로 미세 주름, 모공과 같
은 피부 특징의 크기도 큰 편이었다. 고해상도 사진에서
기존의 5*5 커널은 피부의 특징을 인식하기에 작다고
판단해 크게 조정하였다.
2 기존에 하나 뿐이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하
○
나 더 추가하였다. 이미지 사이즈가 CIFAR-10의
32*32보다 큰 128*128이므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추
출한 특징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적인 파라메터 및 레이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Root Mean Square Deviation
Mean Absolute Deviation
Max Deviation

기본 CNN 모델
0.2208
0.1593
0.7011

개선 CNN 모델
0.1921
0.1364
0.5497

학습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첫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의 커널들 일부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첫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들 시각화
기본 CNN 모델(좌) 개선 CNN모델 (우)

크기가 작은 기본 모델의 커널은 매우 기본적인 형태
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 비해 개선 모델의 커널은 점이
나 모공 형태 등의 피부 무늬를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화장 재현 분야에서의 인공신경망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파운데이션 두께 예측을 위한
CNN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본 모델만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간단한 수정으로 정확도
를 더 높일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화장품,
대상자, 샘플 추출 부위 등을 다양화하여 좀 더 범용적
인 활용성을 보일 수 있다.
인공신경망을 통해 피부와 화장품 간의 복잡한 상호작
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면 가상 화장, 화장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3.3. 샘플
파운데이션은 이니스프리 앰플 인텐스 파운데이션 내
추럴 베이지, 촬영은 소니 RX100M3를 사용하였다.
대상자 한 명당,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 촬영(두께값
treal=0), 일정량의 파운데이션을 오른쪽 뺨에 바른 후
촬영(두께값 treal=0.5), 일정량의 파운데이션을 오른쪽
뺨에 덧바른 후 촬영(두께값 treal=1) 각 두 번씩, 총 여
섯 장의 사진을 찍었으며 화장이 된 오른쪽 뺨 부분
640*640픽셀을 128*128 픽셀 크기로 잘라 대상자 당
150개의 샘플을 얻었다. 대상자는 20대 남성 6명, 여성
2명으로 총 150*8=1200개의 샘플을 만들었다.

참고문헌
[1] Jürgen Schmidhuber, Deep learning in neural networks: An
overview, Neural Networks, 61:85-117, 2015
[2] Jorge Jimenez et al., Separable Subsurface Scattering,
Computer Graphics Forum, 34(6):188-197, 2015
[3] Kristina Scherbaum et al., Computer-Suggested Facial Makeup,
Computer Graphics Forum, 30(2):485-49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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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ing, Computer Animation and Virtual Worlds, 24(34):275-283, 2013
[5] Ian Goodfellow et al., Deep learning. MIT press, 2016
[6] Object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MATLAB Example),
https://www.mathworks.com/help/vision/examples/objectdetection-using-deep-learning.html

그림 3: 사진과 각 사진에서 추출한 25개의 샘플들
(왼쪽부터 두께값 treal = 0, 0.5, 1)

4. 실험 결과
전체 1200개 샘플 중 임의로 선택된 960개(80%)를
학습샘플로 사용하였고 240개(20%)를 테스트샘플로 사
용하였다. CNN 모델들은 500 epochs(1 epoch =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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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터를 이용한 초고해상도 3차원 형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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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 of Super-Resolution 3D Shape using Projector
Hyun‐Min Kang1,2, Byung‐Jun Kim1, Yung‐Ju Choi1, Yong‐Mun Park1, Yong‐Duek Seo1
Graduate School of Media, Sogang University1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2

요약
이 논문에서는 다중 프로젝터를 이용한 높은 정밀도의
기하 정보 획득 방법을 제안한다. 단일 프로젝터 시스템
에서의 3차원 형상 복원 시 프로젝터와 카메라간의 해
상도 차이에 의한 복원 오차가 발생한다. 이는 다른 객
체에 대한 형상 복원 시 3차원 점군(pointcloud)에서의
오차 또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복원 오차를 해
결하기 위한 다중 프로젝터 초고해상도(super-resoluti
on)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그림 1: 해상도 불균형으로 인한 기하 복원 오차

구조광 시스템(active structured light)의 구성에서 쟁
점이 되는 것은 카메라와 프로젝터간의 해상도 차이에
서 발생하는 기하 정보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 십 메가 해상도의 카메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에 프로젝터는 물리적 기술, 상
업적 유용성의 한계로 인해 단지 수 메가 픽셀의 해상
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구조광 시스템의 복호화(decoding) 방식에
따라 추정하는 기하 정보의 정확도는 프로젝터 시스템
의 해상도에 의존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
조광 시스템은 영상 센서의 모든 픽셀로부터 프로젝터
전체 픽셀좌표를 복호화 할 수 있으나, 카메라와 프로젝
터 해상도의 불균형에 따라 복원된 객체의 기하 정밀도
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물리적으로 프
로젝터 렌즈를 정밀하게 이동하는 기계 장치를 추가 하
였고, 사인 곡선 투사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
은 방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종종 부정확한 결
과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 프로젝터
를 이용한 초고해상도 기하 정보 획득 방법을 제안한
다.

2. 다중 프로젝터의 패턴 중첩 기하 정보 획득

그림 2: 다중 프로젝터의 패턴 중첩

제안하는 다중 프로젝터 구조광 시스템은 정적인 객체
에 다수의 구조광 패턴을 중첩하고 순차적으로 프로젝
터의 구조광 패턴을 복호화함으로써, 스테레오 또는 다
수의 카메라에서 서로 대응 하는 픽셀을 검색한다. 그림
2에서 프로젝터 1과 2의 순차적인 패턴 중첩을 통하여,
객체 표면의 최소 영역 s3은 스테레오 또는 다중 카메
라에서 고유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그림 2 (a)는 단일 프로젝터 시스템에서 패턴을 레이
블 한 결과이며, 프로젝터에서 하나의 픽셀이 투사되는
표면은 카메라에서 여러 픽셀로 맵핑된다. 그러나 그림
2 (b)는 다중 프로젝터의 패턴이 중첩되어, 프로젝터의
한 픽셀은 카메라 한 픽셀과 유사한 최소 영역으로 식
별되고, 스테레오 기반에서 정밀하게 객체의 형상을 복
원 할 수 있다.

* 포스터발표논문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친흥원의 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수행 되었음.[R2015040004]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하였음.[GK17P0300, 초실감 서비스를 위한 동적 객
체의 실시간 4D 복원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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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터 패턴의 중첩을 통한 기하 복원

그림 4에서와 같이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기하 보정은
스테레오 카메라의 기하 보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각각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기하 보정을 한 후, 카메라와 프로
젝터의 상대 위치를 계산한다. 프로젝터가 평면에 투사
한 그리드(grid)의 3차원 좌표를, 카메라를 통해 계산함
으로써 프로젝터의 기하 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수의 프로젝터를  , 다수의 카메라는  이면, 획득
한 전체 영상은   ∈ ×  이다.

    

(3.1)



식(3.1)의 함수    →  은 c번째 카메라 좌표 x에서
순차적으로 다수 구조광 패턴의 복호화에 따른 프로젝
터 좌표  을 나타낸다.


      구조광 패턴이 획득 되는 영상의 모든 픽셀
  

      구조광 패턴이 획득 되는 영상의 모든 픽셀
  

       ⊆ 
∩  ∈∈ 



식(3.2)는 다중 프로젝터와 스테레오 카메라 환경으로
단순화하여, 두 카메라의 좌표  ,  는 함수  를 통하

그림 5: 다중 프로젝터 초고해상도 점군(pointcloud) 영상


여 순차적인 다수의 프로젝터 좌표 벡터    ,

그림 5에서처럼 점군 데이터를 획득 할 때 구조광 시
스템의 기하 보정이 완료된 후에는 3차원 형상을 획득
하고자 하는 객체를 회전 테이블에 고정한다. 그리고 임
의로 회전된 회전 테이블 위의 객체에 구조광 패턴을
투사함으로써 패턴이 투사된 객체 영상을 획득하고 복
호화를 통해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대응점을 계산한다.
앞서 계산된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기하 보정 정보와 복
호화를 통해 얻은 대응점을 입력으로 삼각 측량법을 통
해 최종적인 객체의 3차원 점군을 획득한다.


  의 변환을 보여 준다. 그리고 각각의 카메

라에서 얻은 프로젝터 좌표 벡터 집합의 교집합을 통해
두 카메라의 대응점을 구할 수 있다.

5. 결론

위 그림 3은 그림 2에서 얻어진 구조광 패턴의 레이
블 크기의 분포 그래프이다.

카메라와 프로젝터 간의 해상도 차이로 인한 정밀도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중 프로젝터 기반 초고해상도
기법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는 다중 프로젝터
의 패턴 중첩을 늘려 보다 정밀한 초고해상도 형상 복
원 획득과 객체의 반사 속성을 통하여 추정된 표면 벡
터와 다중 프로젝터 시스템으로 획득한 3차원 기하 정
보를 통합하여 정밀한 3차원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4. 다중 프로젝터 기반의 3차원 모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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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Y. Park, J. Kim, Y. Seo, “Object Shape Restoration &
Self-Localization Based on Multi-Structured Op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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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조광 시스템의 기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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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또한 본 연구는 약 30만개의 뇌 세포 형태를 각각 분석
하여 보다 심화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EM 데이터로부터 Segmentation 과정을 거치고, 각
세포의 형태학적인 특성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
구에서는 volume, surface area, sphericity, euler
number, ellipse, inscribed ball, intensity 와 같은 형태
학적 특징들이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브라피쉬(Zebrafish) EM(Electronic
microscope) 볼륨 데이터와 추출된 뇌 세포 영역을 시각
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
은 전체 뇌 세포의 집합을 형태에 따라 다양한 뇌 세포
선택 방법으로 분류하고, 선택 된 세포 집합의 통계 정보
를 표현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뇌 영
역 또는 원하는 뇌 세포들만 가려낼 수 있고, 해당 뇌 세
포집합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2. Visual Analytics application
1. 서론

2.1. 가시화 분석 요구사항
EM 볼륨 데이터와 세포영역들은 함께 가시화 될 수 있
고, 다양한 형태학적인 특징, 미리 정의된 뇌 구역 마스크
등을 통해 특정 뇌 영역을 구분 할 수 있다.
· 세포 선택 워크플로우
사용자는 다양한 선택 기능을 통해 뇌세포그룹을 만들
수 있다. 사용자가 마우스 통해 직접 세포를 선택하거나
각 세포의 형태학적인 특징 영역을 통해 세포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미리 정의된 뇌 구역 마스크를 통해서 세
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위 과정으로 선택된 세포들을 집
합 연산을 통해 합집합이나 교집합 세포그룹을 생성 할
수 있다.
· 특정 뇌 영역의 세포 형태학적 경향 분석
선택된 세포들의 경향 또는 여러 뇌 영역 간 형태학적
특성의 상관 분석이 가능하다.
· 선택된 세포들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
세포집합에 대한 통계 정보를 표현한다. 이 기능은 세포
집합의 부피평균, 중간값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함수를 통
해 세포 집합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최근 전자현미경의 발달로 생체 조직을 3차원으로 나노
미터 단위까지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
존의 뇌 영역을 통한 분석을 넘어 뇌 세포 각각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뇌 영역별 세포의
형태학적 분석은 각 세포의 형태학적 특성을 추적하며, 동
시에 EM 볼륨 데이터와 뇌 세포를 함께 가시화 하는 기
술을 요구하며, 또한 간뇌, 시상하부와 같은 뇌 영역 정보
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M볼륨 데이터뷰,
형태학적 특성의 히스토그램 및 2D Scatter Plot등 여러
정보를 한 번에 가시화 하는 시스템을 제시하며, 그래프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는 여러 뇌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뇌 영역
과 뇌 세포의 기능을 추론 할 수 있다.

2.2. 가시화 디자인 및 구현
이 어플리케이션은 Python 기반의 Flask 웹 프레임워크
를 사용하였고, 여러 Javascript를 통해 구현하였다. 이
파트에서는 4가지 유형의 사용자 뷰를 소개한다.
· EM볼륨 데이터뷰
EM볼륨 데이터뷰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뷰어로써
EM 이미지 한 장과 레이블 세포영역을 함께 렌더링 한다.
이 뷰를 통해 사용자는 EM 볼륨 데이터를 Z축으로 이동
하며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EM 볼륨 데이터의 단면과 뇌 세포 레이블 데이터

이와 비슷한 접근으로 Levgeniia et al.은 비장의 형태학
적인 특성과 여러 환자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치료 방
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시각적 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형태에 기초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비슷한 접근
이지만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 포스터발표논문
* 이 연구는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산업창출을 위한 SW
융합기술고도화 프로그램 (S0177-16-1046) 의 지원을 받아 수
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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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물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1 a)유저는 해당 뷰어에서 Manual operation을 사용하여 세포를 선
택할 수 있다. b)뇌 마스크가 추가 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영역을
표시한다. c) 유저가 특정 세포를 클릭할 경우 해당 세포의 레이블번호
와 각종 형태학적 특성 값을 출력하여 이해를 돕는다.

그림4 형태학적 특성을 2D Scatter plot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메인 뷰
어와 링크 되어 사용자가 선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영역에 포함되어있는 뇌 세포의 개수는 좌측에 1552
개, 우측에 1028개가 있으며 세포의 밀도는 좌측 0.38,
우측 0.49이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뇌 영역 간 세포
의 모양, 분포와 같은 정보를 손쉽게 분석 가능하다.

· 워크플로우 그래프 뷰
이 뷰는 그래프 기반으로 사용자의 모든 분석을 시작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세포 집합에 오퍼레이션 노드를
추가하여 세포를 필터링 하고, 세포 부분 집합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세포들을 특정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집합 오퍼
레이션을 통해 세포집합을 합치거나 뺄 수도 있다. 세포
필터링이 완료 되었을 경우 해당 집합의 통계를 생성하여
분석한다.

Diencephalon
Habenula Left
Diencephalon
Habenula Right

Density

Count

0.38

1,552

0.49

1,028

표1 Symmetry Analysis

그림2 그래프 인터페이스 원형은 집합, 삼각형은 오퍼레이션 사각형은
통계 결과 표현된다.

· 형태학적 특성 히스토그램
이 뷰에서는 현재 선택된 세포 집합에서의 형태학적 특
성 값의 분포를 나타낸다. 특정 형태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빈도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 Heer et al.의 방
법을 사용하여 표현 하였다 [1]. 아래 그림3은 세포그룹
내의 각 세포의 부피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사용
자는 이 뷰를 통해 자신이 필터링한 세포그룹의 특성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여러 세포 집합 간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림4 Symmetric Analysis를 진행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a), b)는
각각 Diencephalon Habenula 좌측과 우측을 나타낸다. c)그래프 인터페
이스를 통해 영역을 나누고, 각각의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다. d) 다이어
그램을 활용하여 세포 중심점 X, Y를 활용하여 영역을 나눈 모습이다.

4. 결론
우리는 테라바이트 스케일의 EM 볼륨을 효과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웹 기반 시각분석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
다. EM 이미지와 세포를 함께 확인하는 뷰어와 세포 형
태학적인 특성 다이어그램,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여 세포집
합을 생성하고, 그 집합의 통계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다. 이 후 영역 비교를 보다 쉽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Parallel coordinate 기법과 같은 다차원 데
이터 시각화 방법을 통해 비교와 수치화의 편리성을 추가
할 예정이다.

그림3 특정 세포 그룹에서의 형태학적 특성값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
그램. a)영역에서는 빈도가 높고, b)에서는 빈도가 낮음을 표현함.

· 2D 형태학적 특성 다이어그램
사용자는 형태학적 특성 두 가지를 조합하여 2차원
Scatter plot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여러 형태학특성 간
의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고, 해당 다이어그램에서 손
쉽게 이상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다이어그램에
서 영역을 선택하여 EM볼륨 데이터뷰에서 선택된 세포들
이 실제 어디에 분포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Heer, Jeffrey, Nicholas Kong, and Maneesh Agrawala.
"Sizing the horizon: the effects of chart size and layering
on
the
graphical
perception
of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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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utenko, Ievgeniia, et al. "AnaFe: Visual Analytics of
Image-derived Temporal Features—Focusing on the
Spleen."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23.1 (2017): 171-180.

3. 사례 연구 - Symmetry Analysis
이 사례 연구는 실제 제브라피시의 뇌 영역 중 간뇌 고
삐핵의 좌측 영역과 우측 영역을 비교 분석한 사례 이다.
간뇌는 자율 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로써 체온조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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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bes the large volume of data. Moreover, it can
store a petabyte of data with a fast performance. The
data that generated from manufacturing devices need
to be analyzed with various of Big data techniques
[2], [3]. In terms of manufacturing process, there
are many generating patterns that provide the ability
for detecting the normal and abnormal products. The
pattern can be represented by the curve deviation.
Therefore, we propose curve deviation method as an
alternative method for manufacturing data analysis.

The processes of manufacturing recently are working
with a huge amount of data which has increased
rapidly from day by day. Based on the large amount
of complicated data, it is not easy for data analysis.
Moreover, manufacturing processes always face with
abnormal products that can be occurred before and
after producing any products. Therefore, the
manufacturing processes need a high analysis
technique to improve the good amount of the
products which are generated by machin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for analyzing
the generated manufacturing data by using curve
deviation method of data mining technique. This
method can be used to detect the abnormal products
more effectively and effeciently.

2. Produced manufacturing data phenomenon
The same oper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is
repeatedly performed to produce the normal product.
In order to produce good products through these
processes, the machine must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that set out in the critical to quality
(CTQ) presented at the time of desig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system.

1. Introduction
Nowadays, manufacturing data is very important for
manufacturing industry. It provides most ability to
optimize the manufacturing processes. It has grown
day by day and needs the solutions to analyze those
huge amounts of data. Big data [1] is a term that
* 포스터발표논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nowledge Services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10051028, Development of Predictive Manufacturing
System using Data Analysis of 4M Data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I, Korea), and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under the ITRC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support program (IITP-2017-2013-000881) supervised by the IITP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otion).

Figure 1: A pattern of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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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hows an example of the manufacturing
processes. As shown in the figure, the machine
gradually increases the force to 11 seconds, applies
a little force from 11 to 13 seconds, then applies a
little more global force from 13 to 15 seconds, and
the force is lowered in the same form as the previous
applying force.

previously mentioned, the good pattern information
will be used to regenerate the NC curve.

4. Conclusion
This paper focuses on curve deviation method to
analyze abnormal and normal products. The benefit
of our proposed method is to use geometric
properties to determine if the product was defective.
In the future, we want to apply surface deviation to
ensure the result with high quality and its
performance.

3. Curve dev iation method for analyzing
manufacturing data
The pattern that we have mentioned in Secton 2 will
appear repeatedly as the product which is produced
as shown Figure 2. It is possible to judge whether the
product is defective or not by analyzing the pattern
that generated in the iterative process.

Reference
[1] Najafabadi, M.M., Villanustre, F., Khoshgoftaar, T.M.,
Seliya, N., Wald, R., Muharemagic, E., Deep learning
applications and challenges in big data analytics. Journal of
Big Data, 2(1):1-21, 2015.
[2] Nedelcu, Bogdan, About big data and its challenges and
benefits in manufacturing Database Systems Journal 4(3):10-19,
2013.
[3] Wang, Lidong, and Cheryl Ann Alexander, Big Data in
Design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American Journa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8(2): 223-232, 2015.
[4] Armstrong, R. D., and E. L. Frome. A comparison of two
algorithms for absolute deviation curve fitt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1(354):328-330, 1976.

Figure 2: Repetitive patterns made in production.

This pattern may vary slightly because that the
working environment and machine conditions may be
changed. Although the pattern may vary a little, the
product can be made good. On the other hand, if the
generated pattern is muc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atter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a defective
product will be produced. Using this intuitive
characteristic, the approximate curve from a
sequence of points is generated by using a lot of
pattern information obtained from a sequence of
points for producing good products. Let the curve be
the NC. Since the goodness-of-fit patterns generated
in real time are repeatedly applied to the NC curve,
the NC curve may change slightly over time.
The curve pattern for the product is obtained to
predict the good or defective one using the NC curve
thus generated. Let the incoming pattern curve be
the CC. To do it, we first calculate the curve
deviation [4] of NC and CC of the generated two
curves, and predict them as defective or good. The
larger the deviation, the more likely the product is
defective. Therefore, the threshold of deviation is
determined for patterns of abnormal products, and
this threshold is used to judge whether it is ba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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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실 공간에 대한 요소영상 생성 기법

최근 3D영상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홀로그
램, 증강현실 같이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3D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인
집적영상(Integral Imaging) 기술은 3차원 영상을 구현
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간편한 기술의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의 3D오브젝트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 공간 기반으로 3D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어서 현실감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깊이영상을 이용하여 실 공간에 대한 3D 오
브젝트를 만들어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제 공간을 무안경식을 위한 3D영상으로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컬러영상과 대응하는 깊이정보를 찾고 이를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제안한 방법에서
는 키넥트 V2를 이용하여 실 공간에 대한 깊이영상과
컬러영상을 얻어와 point cloud형태의 실 공간의 3D 영
상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요소영상을 생성하여 3D영상
을 만든다. 키넥트는 물체의 색상과 세기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RGB 카메라, 물체에 대한 거리정보를 측정하
는 IR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이용해 3D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실 공간의 point cloud의 3D 영상을 만
드는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키넥트 V2를 이용하
여 1920*1080의 칼라영상과 512*424의 깊이 영상을
얻어 올 수 있다. 이 영상들을 매핑 시키기 위해 시차를
조정하는 캘리브레이션을 한 깊이영상을 획득하고, 이
후 컬러영상과 깊이영상의 컬러 값과 좌표들을 얻어 오
기 위해 두 영상의 매핑을 시켜주고 이 과정에서 보간
방법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 매핑
을 시켜준다. 그 다음 3D 영상을 나타내기 위해 컬러영
상에서의 RGBA값과 X좌표, Y좌표 값, 깊이 영상에서의
Z좌표 값을 가져와 3D 매핑을 시켜주면 그림1과 같은
point cloud형태의 실공간의 3D 영상을 생성할 수 있
다.

1. 서론
집적영상은 1908년 Lippmann에 의해 처음 제안된 3차
원 영상 구현 방법으로 3차원 물체를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여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재생함으로서 3차원 물
체와 동일한 영상을 재생하는 영상구현 방법이다[1].
집적영상 기술은 요소영상(elemental image)을 만들어
렌즈 어레이를 통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영상을 볼 수
있다[2,3].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무안경식 3D 디스플
에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
은 가상의 오브젝트들을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현실
감이 낮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2,3,4]. 또한 좁은 시야각,
낮은 해상도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관련 기술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키넥트 V2[5]를 이용하여 깊이영상과 컬러영
상을 얻어와 실 공간에 대한 3D 영상을 만들고 이를 요
소 영상으로 생성하여 2D환경에서도 3D 영상을 디스플
레이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실공간의 point cloud 생성 방법

* 포스터발표논문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
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7-2015-0-00448).

3D영상에서의 요소영상생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깊이
정보는 그레이레벨의 흑백 영상으로 밝을수록 가까운위
치를 나타내고, 어두울수록 먼 위치를 나타낸다. 요소영
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깊이 매핑을 하여야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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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그림2와 같다. z=0 위치에 렌즈어레이를 배치하
고 요소영상 평면을 일정한 간격에 둔다. 깊이영상의 밝
은부분을 z=0에서의 가까운 위치에 두고 어두운 부분을
먼 곳에 위치한다. 이 후 RGB영상의 픽셀 값들을 각
평명에 분산한다. 현재 깊이영상의 변환 값은 0~255의
값을 가지고 있고 RGB영상도 256개의 레벨로 분할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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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깊이영상에서의 요소영상 생성원리[2]

이 후, 각각의 깊이 영상들에 대해 요소 영상 생성원리
[3]를 적용하게 되면 각각의 깊이분할에 대한 요소영상
들을 얻을 수 있고 이 요소영상배열을 합치면 3D 집적
영상을 위한 하나의 요소영상을 생성 할 수 있다. 그림
3은 위의 방법으로 생성한 요소영상의 결과이다.

그림 3: 깊이영상에서의 요소영상 생성 결과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RGB영상과 깊이영상을 이용하여 실 공
간에 대한 요소 영상을 생성하여 안경이 없어도 3D 영
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객체에 대
한 요소 영상 생성 방법에서 발전하여 실 공간에 대한
요소 영상을 생성하여 더 현실감 있는 3D 공간을 디스
플레이 할 수 있다. 하지만 1대의 키넥트를 이용하여
깊이정보를 생성하여 요소영상을 생성할 경우 여러 공
간의 정보를 담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3차원의 공간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향 후 여러대의 키넥트를 이용
하여 보다 고해상도의 요소 영상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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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gorithm
Abstract
Long exposure photography is a special shooting
technique which results in mysterious photos that
cannot be seen by human eyes. Long exposure
photos can be obtained by opening a small aperture
and lengthening the shutter speed. Because of these
charming characteristics, amateur photographers are
challenging the long exposure, but it is not easy to
get satisfactory results compared to other shooting
techniques.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take long
exposure photographs is as follows. 1) Special
equipment (ND filter) is required. 2) Time and space
constraints due to prolonged exposure. 3) A complete
understanding of exposure.
The third reason is the problem can be overcome
through the study of photography, which this article
does not cover. For more information about
understanding of exposure, please refer to the
photography text book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techniqu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first and
second
constraints,
which
makes
ordinary
photographers easily take pictures of the long
exposure effect. The process of presented method is
as follows. If two or more pictures are taken at one
location, the algorithm calculates the information of
the moving objects from those input pictures, and
applies the motion blurring effect according to the
movement path to obtain the long exposure effect. At
this time, if there are many moving objects, individual
objects may not be automatically identified between
the photographs. In this case, a semi-automatic
technique may be needed which takes more pictures
or tags objects and recognizes them as the same
object.
Long exposure photographs are conceptually very
similar to the panning shot technique. Both methods
are similar to because they are consist of three steps

The exposure is defined as the total amount of light
reaching the camera sensor and it determines the
overall quality of photographs. However, it is difficult
even for professional photographers to take plausible
long
exposure
photographs.
Long
exposure
photography expresses the feeling of movement by
blurring the moving objects while the background is
sharp. A new algorithm is presented in this paper,
which achieves photographs with long exposure
effect using an image sequence of a moving subject.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enables
even novice photographers to take plausible long
exposure photos using a sequence of images at the
same spot.

1. Introduction
The total amount of light reaching the camera sensor
is defined as the exposure and the exposure
determines the overall quality of the photograph.
Therefore, the exposure plays a key role in the
process of taking photographs. Major factors which
affect the exposure include the aperture of a lens and
the shutter speed [1].
The main difference between panning shot and long
exposure photography is whether background or
moving objects are blurred. In this research, a new
algorithm is proposed which achieves photographs
with long exposure effect using an image sequence
of a moving subject.

* 포스터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Cluster Computing 에 게재확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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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llows. 1) find a moving object [2,5,8], 2) predict
a moving direction [6,9,11], and 3) apply a motion
blur [4,7,10]. The main difference of these methods
is a background is blurred in a panning shot, whereas
a moving object is blurred in long exposure
photography. Therefore, the basic algorithm of the
proposed method is similar to the panning shot, so
please refer to our previous paper [3] for detailed
algorithms.

panning shot generator, which consists of three
steps: 1) object segmentation, 2) motion estimation
and 3) motion blur. The result shows that resulting
long exposure photographs are plausible in theory
and practice.
It
is
very
difficult
even
for
professional
photographers to take plausible long exposure
photographs. However, the proposed method makes
even novice photographers generate plausible long
exposure photographs by taking a sequence of
images at the same spot.
In our experiment, a tripod is used for the
convenience of photography, but it is expected that
input image can be taken without a tripod if image
matching technique is adopted in the future.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easily implemented
in a smartphone and can be conveniently used by
many users.

3. Results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we demonstrate another result with 3 input images as
shown in Figure 1 (a) ~ (c) which generate a long
exposure result image as shown in Figure 1 (d). From
the input image sequence, two main objects (a black
car and a silver car) are segmented and their paths
are calculated. The final result with long exposure
effect can be obtained by applying motion blur
according to the calculated paths. As shown in the
figure, our algorithm can generate plausible long
exposure photographs just by taking a few photos.
No ND filters are used. Also there are no time and
space constraints due to a long shutter time.

(a) 1st input image

(b) 2nd input image

(c) 3rd input image

(d) Long exposur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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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노출 효과 결과물

4. Conclusion
In this paper, a new method is presented to generate
result photographs with long exposure effect from a
consecutive image sequence. The main algorithm of
the presented method is very similar to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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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only the power spectral density, producing
Gaussian patterns in the synthesized textures [1, 2, 3,
4].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how to synthesize a texture in a
procedural way that preserves the features of the
input exemplar. The exemplar is analyzed in both
spatial and frequency domains to be decomposed into
feature and nonfeature parts. Then, the non-feature
parts are reproduced as a procedural noise, whereas
the features are independently synthesized. They are
combined to output a non-repetitive texture that also
preserves the exemplar’s features. The proposed
method allows the user to control the extent of
extracted features and enables a texture to be edited
quite effectively.

This paper proposes to decompose the exemplar into
features and non-feature parts such that the noiseby-example method is applied only to the nonfeature parts to produce a procedural noise. The
features are independently processed and then
combined with the procedural noise. The combin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eatures as well as the
Gaussian patterns. The main idea of the proposed
method is to extract features from the exemplar by
analyzing both spatial and frequency domains

1. Introduction

2. Method

The advantages of procedural texturing are well
recognized. It provides an infinite-resolution texture
without repetition but requires a small amount of
storage. Furthermore, it is based on per-pixel
computations suitable for parallel processing in GPU.
These advantages make procedural texturing
attractive in many computer graphics applications.
However, designing a procedural texture is a
challenging task.

Given an exemplar containing features, our goal is to
synthesize a texture in a procedural way that
preserves the features. Its flow is illustrated in Fig. 1,
where E denotes the spatial domain exemplar and Ɛ
denotes the power spectral density (PSD) in the
frequency domain. Ɛ is decomposed into feature and
non-feature parts. The non-feature parts are
reproduced as a procedural noise and then combined
with the synthesized features. The result is named
feature-preserving procedural texture (FPT) in the
sense that it preserves the original features and also
reveals the random nature of procedural noise.

This problem is addressed by many by-example
approaches. A representative among them is the
noise-by example approach, where the parameters of
a procedural texture are automatically extracted from
an exemplar. Unfortunately, most of noise-byexample methods ignore the phase information and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The Visual Computer 1-8. 2017 에 게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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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low of feature-preserving procedural
texture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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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Loss evaluation
For extracting features from Ɛ, we first run an edge
detector on E. The output is a binary image, where
one is assigned to the pixels on the edges and zero
to the others.
Suppose that a frequency located at (x, y), is
removed from Ɛ. It would make some loss on the
features, which can be measured as a weighted mean
square error.
2.2. Feature extraction
For every frequency in Ɛ, its loss is evaluated. Then,
the set of frequencies is sorted in ascending order of
loss values. Let us denote the sorted list by Ɛ’. Given
the exemplar in Fig. 1, the loss values in its Ɛ’ are
plotted in Fig. 2. Consider a frequency indexed €ɑ
that divides Ɛ’ into two parts: The frequencies before
€ɑ belong to non-feature parts, whereas those after
€ɑ belong to features.

Figure 3: Texture synthesis examples

3.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d to synthesize a texture in a
procedural way that preserves the features of the
exemplar. The experiments showed promising results.
Further, the proposed method allows the user to
control the extent of features in the synthesized
texture, and it also enables a texture to be edited
effectively
The proposed approach has a drawback. Our
assumption is that most of loss is caused by a small
subset of frequencies. Such assumption is not met in
some textures, where the variation of loss values is
low and they are spread over a wide range of
frequencies. To resolve this problem, phase
information analysis including cross-correlation
across frequencies would be needed. Further
investigation will be made along thi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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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determine €ɑ either automatically or
manually. In the automatic approach, we us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the manual approach,
we use trial and error.
2.3. Texture synthesis
The non-feature frequencies are processed by a
noise-by-example
method.
In
the
current
implementation, we use the Gabor method [1].
On the other hand, the feature frequencies are
transformed into the spatial domain using inverse
Fourier transform, and the result is input to the
module for feature synthesis, as shown in Fig. 1. The
feature parts are simply tiled in the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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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a Real-time HMD 3D Microscope Ima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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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MD 3D 의료현미경 영상시스템
요약
우리가 개발한 HMD 3D 의료현미경은 크게 두 대의 카
메라가 장착된 의료현미경, 카메라 영상을 입력받아
side-by-side 3D영상을 생성하고 영상처리를 수행하는
PC, 그리고 생성된 신호를 출력하는 HMD의 세 부분으
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PC에서 수행하
는 3D영상생성 및 영상처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의사들이 3D 의료현미경을 사용하여 장시간 수술시 고정
된 자세로 인해 목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
의 개선을 위해 3D 의료현미경에 카메라 2대를 연결하
여 현미경 영상을 HMD를 통해 3D로 보는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이러한 영상시스템에서는 이질감을 최대한 줄
이기 위해 실시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
해 기본적인 영상처리는 카메라에 내장된 기능을 활용하
였고, 시간이 소요되는 영상처리는 GPU를 활용하여 수
행하였다. 그 결과 2560×720 영상을 60fps로 출력할
수 있었으며 전체 영상지연은 약 100ms가 발생하였다.

2.1. 3D 영상 생성
본 시스템에서는 보다 좋은 화질을 위해 side-by-side
3D영상에서 가로방향으로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영상
이 아닌 원래 크기를 유지한 영상을 사용한다. 따라서
카메라에서 입력된 두 개의 1280×720 영상을 나란히
배치하여 2560×720 side-by-side 3D영상을 만들어
HMD에게 전달하고 HMD는 이를 좌우로 나누어 2개의
1280×720 영상을 좌우에서 각각 디스플레이 한다.

1. 서론
최근 3D 영상은 산업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의료용
현미경도 3D의료현미경[1]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3D
의료현미경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장시간 고
정된 자세로 인해 목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는 HMD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자세에서도 영상을 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2.2. 카메라에서의 영상처리
실시간 영상처리를 위해 brightness, contrast, sharpness
등의 기본적인 영상처리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지 않고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카메라 내부에서 하드웨어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영상정렬 및 색 보정
광학적인 정렬에 약간의 오차가 존재할 때 이를 소프트
웨어적으로 보정하여 보다 편안하게 3D 영상을 볼 수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 포스터발표논문
* 이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강원지역사
업평가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이 논문은 2016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B0101-16-1081,
ICT 기반의 의료용 3D 프린팅 응용 SW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

그림 2. 영상정렬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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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영상정렬 보정기능을 켜면 현재 영상 기
준으로 SURF 알고리즘[2][3]으로 특징점들을 찾고 이
특징점들을 기준으로 보정행렬을 구한 후, 이 후 프레임
들에 대해 보정행렬로 보정한 영상을 출력하도록 하였
다.
카메라의 색특성에 의해 영상의 색이 실재 색과 달라지
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색보정 기능을 구현하였다. 색보
정 기능을 켜면 사전에 140 color의 Gretag Macbeth
color chart를 이용하여 만든 색보정행렬을 사용하여
색보정이 된 영상이 출력되도록 하였다.[4][5]

족할 만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전체 시스템을
임베디드로 구성하여 영상지연이 더욱 짧은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그림 3. 원본영상(좌)과 색보정 결과영상(우)

추가적으로 영상의 Play/Pause 기능, 녹화 기능 등을
추가하여 현미경 사용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3. 실시간 영상처리 구현

그림 5. HMD 3D 의료현미경 전체시스템

실시간 영상처리 구현을 위하여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영상정렬보정과 색보정 기능을 GPU를 이용하여 수행하
도록 하였다.

그림 4. 좌,우영상 출력을 위한 삼각형 배치

먼저 openGL을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삼각형 4개를
배치하였다. 그 후 매 프레임마다 좌,우 카메라 입력을
texture로 여기에 설정하고 영상정렬보정과 색보정을
이 texture에 대해 적용하였다. 또한, 빠른 색보정을 위
해 3D texture를 사용하여 R, G, B 세가지 색에 대해
0~255까지 값을 가진 3차원 룩업테이블을 만들고, 매
프레임의 모든 화소들에 대해 이 룩업테이블을 참조하
여 색보정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GPU를 활용함으로써 영상시스템은 60fps의
속도로 동작하였고, 전체 영상지연은 약 100ms가 발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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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최근 3D 의료현미경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
용하여 장시간 수술을 하면서 목통증이 발생한다. 이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3D 의료현미경에 카메라를 적용하
고 3D 영상을 HMD로 전송하여 의사가 보다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영상의
실시간성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GPU를 활용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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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파노라마 동영상에서 부분 영역 동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
한지훈0, 최정주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kimbop1, jungju)@ajou.ac.kr

A system for generating sub-region video from 360° panorama video
Ji-Hoon Han0, Jung-Ju Choi
Department of Digital Media, Ajou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360° 파노라마 동영상과 같은 고해상도
광역시점 동영상에서 관심 영역 (Region Of Interest)으
로만 이루어진 부분 영역 동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입력 동영상에서 관심 영역을 구성하는
추적의 대상을 설정하고, 영상의 각 프레임에서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를 사용하여 설정된
대상을 추적 추출한다. 추출된 영역의 중심점을 필터링
하여 시점이동이 부드럽게 적용된 부분 영역 동영상을
생성한다.

먼저, 입력 영상에서 사용자는 관심 영역의 중심이 되어
추적할 대상(사람)을 선택한다. 영상의 각 프레임에서
HOG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추정되는 영역들을 찾아낸다
[1]. 추적 대상으로 추정된 대상들과 실제 추적할 대상
사이의 유사도(similarity)를 측정하고 하나의 영역을 선
택하여, 그 중심 좌표를 관심 영역의 중심으로 선정한다.
관심 영역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입력 영상의 일정 부분
을 추출해서 출력 영상을 얻는다.

2. 관심 영역 추출
2.1. 시스템의 개요

1. 서론
대중강연, 선거유세, 스포츠 현장과 같이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관심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을 동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카메라를 사용하거
나 시점이동이 가능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
한 후 편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360° 파노라마 영상 획
득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효율성의 장점은 있
지만, 획득된 영상에 왜곡이 있고 관심영역 이외의 부분
을 포함하고 있어서 획득된 영상 그대로를 사용자들이
시청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360° 파노라마 영
상과 같이 광역시점 영상에서 사용자의 관심영역을 추
출(crop)한 후 왜곡을 줄이기 위한 후처리 과정이 필요
하다. 이때, 관심영역 추출 과정에서 영상 단말기의 움
직임과 같은 사용자 상호작용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TV와 같이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극히 제한된
영상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60° 파노라마 동영
상에서 사람이 대상(object)이 되는 관심영역을 추적하
여 부드러운 시점이동이 적용된 부분 영역 동영상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 포스터 발표논문

그림 1: 제안한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분 동영상 추출 시스템의 처리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입력 영상에 대해 관심영역의 중
심이 되는 추적 대상의 가이드 좌표를 설정한다. 본 연
구에서는 매 300개의 프레임 마다 좌표를 입력 받았다.
매 프레임에 HOG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추정되는 대상
을 찾아낸다. 찾아낸 대상들 중에서 가이드 좌표에서 입
력 받은 대상과의 유사도(similarity)를 비교해 가장 높
은 값을 가지는 대상을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대상에 대해 중심 좌표(center point)를 뽑아 매
프레임 마다 추출할 부분 영역을 선정한다. 이때, 중심
좌표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시점이동이 부드럽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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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사용하여 추출 영역의 중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3.2. 추적 대상 탐지와 유사도 측정

3.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원본 360° 파노라마 동영
상에서 추적 대상 사람을 중심으로 관심영역을 추출한
동영상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HOG를 이용해 대상을 탐지(detect)을 하면 몇 가지 예
외 상황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외 상황은 여러 개의
대상이 탐지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추적하고 있는 대상
이외에 탐지된 대상을 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추적 대상과 탐지된 대상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유
사도를 측정한 후 추적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림 2는 영
상에서 복수로 탐지된 대상들에 대해서 유사도 비교를
통해 추적 대상을 선정한 결과이다.

그림 5: (좌)입력 동영상과 (우)관심영역 동영상
그림 2: 탐지된 대상에 대해 추적 대상을 선정한 결과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3.3. Center Point 추출과 보정
매 프레임에서 추적 대상이 선정되면 선정된 대상의 중
심 좌표를 추출한다. 초기에 설정된 추적 대상과 같은
대상이 탐지과정에서 선정되어도 대상의 모양과 크기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좌표가 시간에 따라서 갑
자기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이
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출력 부분 영역 동영상에서 급격
한 변화로 이어져, 시각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 좌표의 급격한 이동을 칼만 필터로
제거하고 보정된 중심좌표를 기준으로 부분 영역을 추
출한 동영상을 합성한다 (그림 4 참조).

그림 3: 추적 대상 중심 좌표의 변화

최근 360° 파노라마 비디오의 획득과 공유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시청하는 방법에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자가
원하는 사람을 추적하여 일부 관심영역으로만 구성된
동영상으로 자동 생성해주는 시스템에 대해 제안했고
이는 다른 고해상도 동영상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
용될 수 있다. 현재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추적 대상이
장기간 탐지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간격으
로 추적 대상에 대한 가이드 좌표를 입력 받고 있기 때
문에 입력 동영상에 대한 오프라인 처리만 가능하다. 향
후 처리 속도의 향상과 함께 추적 대상에 대하여 원활
한 탐지가 가능해지면, 360° 동영상을 이용한 실시간 온
라인 방송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경우 시청자별로 360° 동영상의 일부를 다르게 제공
할 수 있으며 통신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N. Dalal and B. Triggs,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for Human Detection,” 2005 IEEE Computer Society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05), San Diego, CA, USA, 2005, pp. 886-893, Vol.
1, doi:10.1109/CVPR.2005.177

그림 4: 칼만 필터로 보정한 추적 대상 중심 좌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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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거의 모든 대학의 컴퓨터 공학 계열에서는 일반물리 혹
은 대학물리를 기초 교양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반
물리는 공학 교육의 토대가 되는 학문으로 물리 원리
및 공식의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 수행으로
학습구조가 정형화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공
학 전공을 위한 새로운 물리 수업방식으로 코딩 기반의
물리 교육을 제안한다. 설문조사 결과, 코딩을 이용한
물리 실험 설계와 분석이 코딩 자체에 대한 흥미를 유
발할 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
으로 효율적인 방식임을 입증하였다.

1. 서론
컴퓨터 그래픽스가 적용된 최근의 영화, 게임 등에서는
물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정교하고 사실적이다. 특히, 사
실적인 자연현상을 가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의
기본 원리 및 물리 방정식을 이해하고 이를 코드로 표
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반 물리
교육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
며, 있다 하더라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
[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리 방정식의 코딩을 통해
물리학의 주요 개념을 깨우치고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
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반물리 및 시뮬레이션”과
목을 소개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물리 방정
식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코딩을 통해 계
산적 사고와 반복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는 범위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많고 다양한 실험을 하
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
방식은 코딩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수
업 방식은 실험을 진행하여 이론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
니라, 실제 물리 현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실험을 진
행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물리 수업 방식에서의 실험은
중력같이 고정된 수치 값들이 있었다. 이 수업 방식은
실험자가 고정된 수치 값을 다르게 조정하여 실험자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에 따른 결과 값을 얻을 수 있
다. 이 방법은 실험자가 해당 개념을 직접 코딩하는 것
이기 때문에 계산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불
가능했던 실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성
규모의 충돌과 같은 넓은 범위의 운동들은 이론적으로
는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방법을 이용하면 불가능한 실험도
간단하게 코딩을 통해 구현해서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
다.

3. 물리 시뮬레이션 실험 환경
물리 시뮬레이션 결과를 컴퓨터 그래픽스로 표현해주는
도구는 많이 존재한다. 우리는 실험 결과를 3차원 애니
메이션으로 가시화하기에 효율적인 GlowScript[1]라는
온라인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코딩 실습을 진행하였다.
GlowScript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행 및
수정에 용이하며, 그래프 및 각종 출력 값을 확인하는
것도 쉽다.

2. 전통적인 물리 수업 방식과의 차이점
4. 코딩을 이용한 물리 실험
전통적인 물리 수업 방식은 이론과 도구를 이용한 실험
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도구로 실험할 수 있

* 포스터 발표논문
* 1교신저자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중심
대학의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는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RF-2015R1C1A1A02036501).

일반물리 및 시뮬레이션 과목의 수업 진행 순서는 전통적
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론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거나 실험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그누스 효과라는 과학
현상이 있다. 이 마그누스 효과는 공이나 원기둥이 회전
하면서 유체 속을 지나갈 때, 회전축과 진행 방향의 양
쪽에 수직으로 힘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을 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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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설명하고, 이후에는 직접 수식을 코드로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한다. 마그누스 효과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 



(1)

아래 그림은 해당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코딩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여 만든 공굴리기 게임이며, 마그
누스 효과, 마찰력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있다.

위의 식(1)을 GlowScript에서 코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magnus = 0.5*rho*Cm*ball.radius*w*mag(ball.v_w)
*(pi*ball.radius**2)*vhat_per
코드에 수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식의 인자 값을 똑같이
계산해주면 된다. 계산에 필요한 수치 값들은 미리 선언
해 놓아야하고 이 수치 값들은 사용자에 의해 쉽게 바
뀔 수 있다. 내적, 외적과 같은 수학 함수는 이미 스크
립트에 포함되어있다. 이 수치 값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마그누스 효과를 GlowScript에서 구
현한 것이다.

그림 2. 공굴리기 게임

또한, 본 수업을 수강한 전체 학생 71명 중 42명에게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73.81%는 이 수업 방식이 물리
를 공부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효율적
인 방법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실험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5. 결론
이 수업 방식은 전통적인 수업방식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빠른 실험 진행과 빠른
결과 확인이다. 두 번째는 코딩과 물리를 같이 공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환경에서 불가능
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단점은
코딩을 할 줄 아는 학생에게는 좋은 방법이지만,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정교한
모사를 위해서는 많은 수식과 수치 값을 적용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GlowScript로 구현한 마그누스 효과
(위 : 실행화면, 아래 : 공의 위치-속도 그래프와 결과 값)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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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물리 방정식 및
과정을 코딩을 통해 보다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더 나아가 물리 현상을 이용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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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근래 시선 추적 장치의 발전과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시선 키보드 기술과 이에 적용할 시각
화에 대해 다룬다. 상세하게는 시선 키보드 기술에서 시
각화가 미치는 영향과 고려 할 이슈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이와 함께 시선 키보드 기술의 시각화 방향을 제
안함으로써 기존의 속도 혹은 정확도 한 쪽에만 치우치
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 서론
컴퓨터 입력 장치인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장치는 사
용자의 편의에 의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근래 주목 받
고 있는 시선을 통한 입력장치는 사용자의 편의성 보다
는 장애인을 위한 입력 장치로써 연구되었다. 특히, 루
게릭 병 (ALS)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근
육이 약해져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선을
통한 입력 장치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 만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시선을 이용한 키보드 입력 기술은 근래 시선 추적
장비의 발전과 함께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다. 주로 빠
른 입력과 동시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시각화가 성능에 미치는 연구는 미
비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선 키보드
입력 기술에서 시각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앞으로의 시선 키보드 입력 기술에서 지향할 시각화 방
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시선 키보드 기술들과 실험을 위
해 설계된 기술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결과로
얻은 결과는 성능 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앞으로
의 시각화 연구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는 시선 키보드
* 학부생 주저자 논문
* 포스터 발표논문
*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의 지원(No. R0190-15-2016, 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사업),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
신·방송 연구개발사업(R0601-15-1039, 대용량데이터 초고속
처리 장비연구 인프라구축)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기술을 시각화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이슈를 해
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관련연구
시선을 이용한 키보드 입력 기술은 일반적으로 두 가
지로 나뉜다. 한 가지는 시선의 움직임만을 이용하여 입
력을 받는 Dwell-free 방식이며, 다른 방식은 시선의
움직임과 시선이 머무르는 정보인 fixation을 통해 입력
을 받는 Dwell-based 방식이 있다. Dwell-free 방식의
최근 연구로는 [1]이 있으며, 해당 방식은 입력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Dwell-based 방식의 연구 중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Dwell-time 방식[2]이
며 정확도가 높은 이점이 있다.
하지만, Dwell-free 방식은 입력 속도가 높은 반면
정확도가 낮고, 높은 정확도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를 위해서는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한다. [2]의 연구는
Dwell-time을 채택한 Dwell-based 시스템으로 속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짧은 Dwell-time을 적용해 비교
적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지만, 일반적으로 Dwellbased 방식은 정확도가 높은 반면 속도가 낮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3]은 이러한 Dwell-based의 속도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인 dwell-time을 채택했다. 또한,
dwell-time의 시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색으로 구분했
다. 하지만, 시각화를 통해 다양한 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시각화는 성능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고
려하고 시각화를 적용하거나 연구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화가 입력속도, 정
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속도와 정확도를 조율
할 수 있는 시각화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3. 시스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기존에 연구들이 제시
하는 속도, 정확성의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각화
방향을 제시 할 수 있게 설계했다. 비교를 위해 Dwellfree, Dwell-time 방식 기술들과 성능 이슈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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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배 더 정확하다. 수행시간 측면에선 설계테스트가
Dwell-free보다는 2.6411 느리고, Dwell-time 보다는
0.1464만큼 빠르다. 이는 시선 키보드 기술의 성능 향
상 및 균형 연구에서 시각화가 거리 감소를 통한 속도
향상, 인지적 측면에서의 인식 가능성을 확대해 정확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후의 설문에서

“눈을 덜 움직이니 편리하다; 추천 키에 가려진 키를 입
력할 때 불편하다; 자판이 더 크면 좋을 것 같다; 같은
곳을 오래 바라보기 힘들다; 키 입력 시 알려주는 기능
이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Dwell-time에 비해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실험의 시스템들은 기본적인 형태와 간단한 시
각화만이 적용된 것으로 비교 대상이 부족하다. 또한,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참가자와 적은 수의 인원으로 실
험이 이루어져 좀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림 1: n-best를 적용한 테스트 시스템

위해서 Dwell-time을 채택한 Dwell-based 시스템을
그림 1과 같이 설계했다. 그림 1은 글자 ‘t‘를 사용자가
선택한 경우 붉은 자판으로 글자를 추천해 주는 예시이
다. 설계시스템에 적용된 n-best는 사용자 경험에 기반
한 글자 추천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의 입력을 기준으로
글자를 추천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이동거리를
감소 시킬 수 있다. 모든 시스템은 C++, Qt 5.7로 개발
했다.
• Dwell-free: 시선의 움직임만으로 입력
• Dwell-time: 시선의 움직임과 fixation으로 입력
• 설계시스템: n-best 적용한 Dwell-based Time
시스템으로 속도, 정확도 이슈 확인 가능

4. 사용자 테스트
실험 참가자는 총 7명으로 20~30대의 비장애인으
로 모집했다. 참가자에는 안경 착용자가 2명, 시선 추
적 경험자가 1명 포함 되어있다. 모든 사용자는 각 시
스템을 활용하여 같은 학습과정을 유지하고 시험을
위해 같은 문장을 입력했다. 실험 후, 설문을 통해 의
견을 조사했다. 실험에서는 수행 시간, 정확도를 측정
했다. 시선 추적 장비는 Tobii EyeX를 사용했다.
•

•

수행시간: 한 글자를 입력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측정, 주어진 문장을 입력하는데 걸린 시간
을 글자의 수로 나누어 산출 (시간/글자 수)
입력 정확도: 주어진 문장을 입력했을 때 생긴
오타의 비율을 산출 (오타의 개수/총 글자 수)

5. 결과
실험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은 표 1과 같다. 표 1
에서 Dwell-free와 Dwell-time 방식은 기존의 연구들
과 같이 성능이 편향된 경향을 보인다. Dwell-free,
Dwell-time, 설계테스트 순으로 Error rate, Runtime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난다. 정확도 측면에서 설계테스
트 (0.0228)는 Dwell-free (0.4285) 보다 약 20배 향상
된 결과를 보인다. 또한, Dwell-time (0.0444) 보다는

표 1: 사용자 테스트 결과 평균
Dwell-free

Dwell-time

설계테스트

Error rate

0.4285

0.0444

0.0228

Runtime
(sec/letter)

0.9351

3.7228

3.5762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시각화가 시선 키보드 입
력 기술에서 속도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설계된 시스템의 시각화는 이동거리 감소 및 글자 배치
를 통한 인지능력 향상으로 Dwell-time 방식 보다 속
도와 정확도의 균형을 고려했다. 하지만, 비교 시스템,
실험 인원의 부족, 실험 대상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다양한 시각화와 실험 참가자
모집을 계획한다. 또한, 실험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좀 더 속도와 정확도의 균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각
화 연구로 확장하고 [3, 4]와 같이 동적인 Dwell-time
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추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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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내 몰입형 인터랙티브 공간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터랙션 시스템을 제안
한다. 실내 4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체험 공간에서 다
수의 사용자들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2가지 형태의 인터랙션 환경을 구성하였다. 첫 번
째 인터랙션 환경은 최대 8명의 사용자들을 동시에 지
원하기 위해 4면 디스플레이 구석에 각 2개의 핸드 인
터랙션 센서를 부착하였다. 나머지 인터랙션 환경은 정
면에 깊이 센서를 부착하여 최대 동시 2명의 협업 인터
랙션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도
다수 사용자들이 몰입형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상호작용
을 하는 환경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원거리 깊이 센서와 근거리 센서들의 조합 및
활용을 통하여 실내 몰입형 벽면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도 다수의 사용자들이 인터랙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제시한다.

2. 실내 몰입형 인터랙티브 룸
그림 1은 제안한 실내 몰입형 인터래티브 룸의 2가지
형태를 보여준다. 프로젝티브 4벽면 디스플레이에 2가
지 형태의 센서들을 부착함으로써 서로 다른 형태의 인
터랙티브 공간을 제공한다. 그림1(a)은 8개의 근거리 센
서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룸의 형태를 보여주고, 그림
1(b)는 1개의 원거리 센서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룸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1. 서론
실내 디지털 몰입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좁은
공간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
는 인터랙티브 방법과 환경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
다. 기존의 케이브(CAVE)형 벽면 디스플레이 공간에서
는 일반적으로 단일 사용자를 위한 인터랙션 형태[1]가
많이 제공되었다. 이는 단일 사용자를 위해 몰입 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지만, 다수 사용자들이 동시에 콘텐츠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최근 다수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동시에 인식 할 수 있
는 원거리 깊이 센서[2]가 출시됨으로 인해 좁은 공간
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인터랙션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추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근거리 센서들[3]이 제공되고 있다. 이
들은 실내 몰입형 인터랙티브 공간들에서 다수 사용자
들이 동시에 인터랙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 포스터 논문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
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I5501-16-101
6, 원격 사용자 동시 참여 기반 몰입형 Join & Joy 콘텐츠 기
술 개발].

그림 1: 실내 몰입형 인터랙티브 룸의 2가지 형태 (a) 다수
근거리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룸, (b) 원거리 센서 기반의
인터랙티브 룸

2.1. Type 1: 다수 근거리 센서 기반 인터랙티브 룸
다수 근거리 센서들을 벽면 디스플레이의 구석 하단부
에 2개씩 총 8개를 부착하고 각 센서를 제어하는 소형
PC들을 내부 네트워크를 연동하여 동시 동작을 제어하
도록 한다. 각 센서들의 입력을 프레임별로 동기화 시키
고, 센서별로 인식되는 근거리 동작들을 이용하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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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협업하도록 한다. 손의 움직임, 속도 및 방향들을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HMM)을 사용하여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의 인터랙션은 다수의 사용자가 각 센서의
위치 앞에 있는 몰입형 콘텐츠와 연동이 가능하고 동시
경쟁 및 협업이 가능하다. 그림 2는 근거리 센서들을
기반으로 다수 사용자의 동작을 동시 인식하는 예제이
다.

그림 4: 원거리 센서의 협업 동작을 이용한 360도 회전형 모
션 플랫폼과의 연동 예제. 협업 동작을 진행하면 모션 플랫폼
이 360도 구형 회전을 함.

3. 결론

그림 2: 근거리 센서 기반의 인터랙션 형태 예제: 휘젓는 동
작

2.2. Type 2: 원거리 센서 기반의 인터랙티브 룸
원거리 센서를 벽면 디스플레이의 중앙 상단부에 1개를
부착하여, 사람들의 전신 움직임을 추적하고 인식하도록
한다. 단일 센서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 사람들의 움직
임을 추적하여 동시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의 인
터랙션은 몰입형 콘텐츠와 그룹 협업 연동이 가능하다.
그림 3은 원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협업 동
작을 인식하는 예제이다. 그림 4는 ‘앞으로 밀기’ 협업
동작을 이용하여 모션 플랫폼과 연동하는 예제를 보여
준다.

최근 실내 디지털 몰입 테마파크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 공간이 제시되면서, 기존의 PC방이나 체험관과 같
은 형태의 단방향적인 인터랙션 보다는 다수 사용자들
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능동형 체험 인터랙션 환경
이나 방법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
람들이 동시 인터랙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
터랙션 환경과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실내 몰입형
프로젝티브 벽면 디스플레이에 근거리와 원거리 센서들
을 조합하여 2가지 형태의 인터랙티브 룸 형태를 제안
하였다. 다수 사용자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비동기적
인 손 동작을 인식하는 근거리 센서 기반의 인터랙티브
룸과 다수 사용자들이 동시에 전신 동작을 인식하는 원
거리 센서 기반의 인터랙티브 룸이다. 이들은 실내 몰입
형 벽면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도 다수의 사용자들이 인
터랙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고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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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of the ACM 56.1 (2013): 116-124.
[3] Weichert, Frank, et al. "Analysis of the accuracy and
robustness of the leap motion controller." Sensors 13.5
(2013): 6380-6393.

그림 3: 원거리 센서 기반의 인터랙션 형태 예제: (a) 앞으로
밀기 (b) 양손으로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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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deo emotion recognition using
User self report and biomedical signal
Sang-Hoon Kwon0, In-Kwon Lee
Dept. of Computer Science, Yonsei University

2. 실험
요약
본 논문에서는 뇌파의 신호 특징 및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을 기계 학습에 함께 이용할 경우, 동영상에서 사람
이 느끼는 감정예측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피실험자들에게 특정 감
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들에게서 6개
의 채널의 뇌파신호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
터를 FFT와 DWT를 이용해 뇌파에서 추출한 특징을
분석하고, 피실험자들에게 자극으로 주어졌던 동영상에
서 추출한 저수준 특징을 함께 이용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이용한 기계 학습을 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동영
상의 저수준 특징들과 뇌파 신호 특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따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과 동영상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본 연구는 여러 생체 신호 중 뇌파 신호의 특징과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을 함께 활용할 때, 동영상을 시청
하는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 예측의 정확도를 높힐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뇌파를
FFT나 DWT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과 다양하게 조합하였다. 그리고 단계적 회
귀분석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해내고 감정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지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에서 자극으로 사용한 동영상은 MAHNOB-HCI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감정
(disgust, anger, sadness, amusement, joy, fear)들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들을 이루어져 있다. 실험에는 만
21 – 34세 사이의 시각적, 청각적 장애가 없는 여자 7
명, 남자 10명의 총 17명이 참여하였다. 사람의 감정
을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Arousal – Valance 의
2차원 감정모델[1] 을 이용하였다. Arousal – Valance
모델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흥분, 차분 정도를 나타내
는 Arousal과 긍정, 부정 정도를 나타내는 Valence의 2
축에 의한 이차원 데이터로 표현한다. 피험자들이 자신
의 감정을 1에서 9사이의 범위의 값을 지니는 Arousal,
Valence의 값으로 답하도록 했다.
피험자들은 우선 10-20법에 따라 전극을 부착한다
(그림 1). 본 실험에서는 10-20법의 전극들 중에서도
Koelstra[9]의 연구에 따라 감정상태에 따른 변화가 뚜
렷한 T3, C3, Cz, C4, T4, F8의 6개 채널에서 뇌파를
수집하였다.

그림 1: 10-20 법 및 뇌파 측정 전극 부착 사진 예시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 한국전자거래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되었음.
* 이 논문은 삼성전자미래기술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 (과제번호 SRFC-IT1601-04)

전극을 부착한 뒤, 피험자는 특정 감정을 유도하는 비디
오들을 시청하게 된다. 하나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난
후, 피험자는 비디오를 보는 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Arousal – Valence 모델을 사용하여 대답해야 하며, 설
문을 마치고 나면 다음 자극을 원활히 받아들이기 위한
15초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피험자들은 이 과정을
20개의 비디오에 대해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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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추출

Root Mean Square Error
Arousal
Valence

우선 실험 과정에서 취득한 뇌파 신호에 4-45Hz의 밴
드패스 필터를 적용한 후, FFT와 DWT를 사용하여 뇌
파를 분석하였다. 주파수 영역에서 뇌파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FFT를 이용하여 델타(0–4 Hz), 쎄타(4-8 Hz),
알파(8-13Hz), 베타(13-30Hz), 감마(30-45Hz)의 4가
지 대역에 대한 파워 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DWT를 통
해 각각의 주파수 영역대의 계수들 사이에서 최댓값, 최
소값, 평균값,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2]. 동영상에서 감
정과 관련된 정보의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Shin
[3]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1]과 같은 특징들을 추출하
였다.
뇌파 신호의 특징과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을 조합하
거나 혹은 단독으로 사용하고, 이들을 각각 단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단계적 회귀 분석은 종속변수
에 영향력이 큰 독립 변수들만을 회귀 공식에 포함시키
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뇌파 신호의 특징과 동영상
저수준 특징 간에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cross product term을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Visual
Rule of Third

Video
EEG FFT
EEG DWT
EEG FFT + Video
EEG DWT + Video

1.43
1.91
1.85
1.23
1.13

1.09
2.20
2.07
0.87
0.79

표 2: 실험 결과

5. 결론
실험의 결과는 DWT를 통해 분석한 뇌파 신호의 특징
과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을 함께 이용하여 기계 학습을
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계 학
습을 할 때,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과 뇌파 신호의 특징
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cross product term 까지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이 사용자의 상태 혹은 사용자에 따라 끼치는 영향
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체 신호와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간

Audio

의 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동영상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 예측의 정확

Colorfulness

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Color Harmony
Warm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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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모델의 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표 2]와 같다. 실험결과 RMSE 값이 가장 적었던 경우
는 DWT 정보와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을 함께 사용하
였을 경우이며 Arousal은 1.13, Valence는 0.787로 가
장 적은 RMSE 값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적은 RMSE
값을 보여준 것이 FFT 정보와 동영상의 저수준 특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Arousal은 1.23, Valence는 0.87
의 RMSE 값을 보여주었다. 뇌파 신호의 특징과 동영상
의 저수준 특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들을 따로
사용하는 어떤 방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pp.002594-002597,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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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R-Type: Smartphone as a typing interface in VR using hovering*
Youngwon Ryan Kim0, Sangyong Lee, Yongjae Lee, Gerard Jounghyun Kim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Abstract

1. Introduction

We propose a text entry method for VR, using the
smartphone and its hovering function, called the
HoVR-Type. The hovering function effectively acts
as the finger tracking sensor thereby allowing the
user to type in the virtual space. When added with
the additional phase to correct the initial touch input
and having the final key entered upon the finger
release, the proposed method showed competitive
performance to that of the conventional “aim-andshoot” method and also exhibited much higher
usability. HoVR-Type also showed a significantly
faster speed of input for the individual character.
However, it remains to improve the interface with
regards to reducing the error. Overall, the use of
the smartphone leverages on the already established
mobile user experience and can be further extended
to other VR interaction techniques so that one can
use the common smartphone as an all-purpose VR
interaction device.

Even though immersive virtual reality (VR)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and interactive techniques
for VR have long been studied [1], there has not
been a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task of text entry
in VR.
We propose a text entry method for VR, using the
smartphone and its hovering function [2,3], called
the HoVR-Type. We conducted an experiment
comparing our proposed text entry method to the
conventional “aim-and-shoot” interface using special
hand-held devices.

* Poster Paper
* This paper is an extended abstract paper, and the original
paper was published on the ACM Conference on Virtual
Reality Software and Technology. 2016.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P) (No.2017-0-00179, HD
Haptic Technology for Hyper Reality Contents) and Forensic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Korea. (NFS-2017-DIGITAL-06)

2. The Proposed Text Entry Method: HoVRType
Hovering is used to indicate the approximate location
of the typing finger with respect to the corresponding
touch keyboard. The user, wearing an HMD, would
see, in the virtual space, a floating virtual keyboard
in the standard QWERTY layout.
HoVR-Type resembles the way one makes input with
one finger during actual mobile texting. As the user
moves one’s finger toward or around a key (close
enough to the touchscreen for the hover function to
activate), its position relative to the key is obtained
through the hovering function and indicated.
There are two variations in the final phase, i.e. input
is made: (1) as the finger strikes down and the touch
is made (HoVR-Type-D), and (2) as the finger leaves
the touchscreen (HoVR-Type-U), allowing to adjust
the key position in the touch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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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eriment
The experiment compares the typing performance
and usability as carried out in the virtual space using
three methods: (1) conventional hand-held “aimand-shoot” method (CONV), using an air mouse, (2)
HoVR-Type-D and (3) HoVR-Type-U (one-factor
three-level repeated measure within subject).
In each trial, the subjects were asked to enter a
phrase or sentence, comprising of 4~5 words each,
as quickly and correctly as possible.
Ten trials were administered in one block for one of
the three text entry interfaces. A total of three
blocks of trials was carried out per interface.
The task completion time and the number of
backspace entries were measured and a general
subjective usability questionnaire was given.

Figure 3. Key entering speed (in characters per second) of the three
interfaces.

Figure 4. Average completion times of the three interfaces.

4. Conclusion
Figure 1. The proposed method of text entry (HoVR-Type) using the
smartphone with HTC VIVE.

When added with the additional phase to possibly
correct touch errors and enter input upon finger
release, the proposed method showed competitive
performance to that of the conventional method and
also exhibited much higher usability due to the carry
over effect from the mobile UX.
Future work will utilize the smartphone as the allpurpose, not just for typing, interaction device for VR.

References

Figure 2. (Left) Showing a transparent thumb indicator when the users'
finger is hovering on the touch screen. (Right) Showing a transparent
red circle to indicate the touch from the thumb.

4. Results
HoVR-Type-U showed slightly faster completion
time than CONV.
Disregarding the error, the entering speed of the
HoVR-Type-U, as measured by characters per
second, was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 others.
The usability survey showed superior satisfaction
owing to mobile UX naturally transferred to the VR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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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based Interface for Robot Control and Telepresence*
Jonggil Ahn0, Seokjun Hong, Eunbi Seol, Gerard Jounghyun Kim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1st person view and body
motion based control method realized on a smart
phone/pad called the SPRinT (Smart Phone/Pad and
Robot for Teleoperation and Tele-presence). The
smart phone/pad is chosen, aside from its ubiquity
and wide usage, for its mobility and rich media
(sensor/display) capabilities. The key idea of SPRinT
is to have the operator control and interact by
“posing” as the robot in the remote area in hopes of
eliciting a high sense of tele-presence and thereby
promoting the spatial task performance and the
overall interactive experience. In particular, we
demonstrate a remote robot viewing control method
based on this design principle and validate that the
proposed approach does improve the sense of telepresence and spatial understanding.

1. Introduction
Inexpensive tele-presence robots are gaining
popularity e.g. to reduce physical travel and aid
humans in exploring and interacting in remote places.

* Poster Paper
* This paper is an extended abstract paper, and the original
paper was published on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2015.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P) (No.2017-0-00179, HD
Haptic Technology for Hyper Reality Contents) and Forensic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Korea. (NFS-2017-DIGITAL-06)

One interface is traditional touch-based, leveraging
and focusing on the familiarity and ease of use. The
other is partly motion-based hoping to have to
operator control and interact by “posing” as the
robot in the remote area, and thereby elicit the sense
of tele-presence and promote the spatial task
understanding [1][2].

2. SPRinT
SPRinT (Smart phone/pad Robot Interface for Teleoperation and Tele-presence) is implemented on a
smart pad (Google Nexus 7) and it has three
capabilities for: (1) navigation, (2) rotation and (3)
camera control. The robot it controls in the remote
space is a four-wheeled mobile robot (Pioneer-3AT)
mounted with a computer, a pan-tilt camera and
other sensors. The hand-held pad shows the remote
view captured and streamed from the on-robot
camera. The first interface evaluated in this study is
a purely touch-screen based one in which modeswitch (between robot and camera control) control
buttons (e.g. forward/backward, rotate left/right)
appear on the corners of the screen (Figure 1). The
second interface is “partly” motion based, in which
the rotation of the robot is controlled by the user
freely rotating one’s body holding the pad (“posing”
as the robot in the remote place), while the robot
tries to follow the rotating motion. Rotation of the
robot is controlled by a direct mapping of the rotation
of the smart pad with respect to the center of the
user body, sensed and estimated using the gyro and
magnetic compass sensors. The forward/backward
translation is controlled by the touch-screen
interface in the same way as the first interface.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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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control is possible separately, it was not
tested in this study. For now, the camera always
faces toward the front direction of the robot.

significance. Note that the proposed “partly” motion
based interface is already a compromised solu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oth convenient
control and tele-presence/spatial understanding.
We plan to continue the evaluation and exploration of
the interface design space for tele-presence robot
control with hand-held devices.

Figure 1. Two interfaces for tele-operation and tele-presence on
SPRINT. One is the traditional touch-based one focused on easy
control, while the other is motion-based specifically targeted for telepresence and enhanced spatial understanding

3. Experiment
The purely motion/body based interface was initially
tested in a pilot study, but exhibited very low
usability particularly for translational control. Thus,
we hypothesized that the “partly” motion based
interface represented a balanced design for both
reasonable controllability and elicitation of telepresence. To validate our hypothesis, it wa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touch based interface
and assessed in terms of general usability, the level
of tele-presence and spatial understanding.
A subject controlled the robot and explored the
remote. The remote site contained six relocatable
landmarks with which the subject’s spatial
understanding is tested. The subject is asked to look
around the remote site, using the two interfaces
administered in a balanced order, until one feels
sufficiently confident about one’s understanding of
the target space. Afterwards, the subject’s spatial
understanding was evaluated by drawing a map of the
target space (later evaluated subjectively) and
answering
a
tele-presence
and
usability
questionnaire.

Figure 2. Experimental results: in general, the touch based interface
was still easier to use with less fatigue, but the partly motion based one
clearly elicited higher level of tele-presence and spatial understanding.

References
[1] J. Hwang, J. Jung and G. J. Kim, Hand-held virtual reality: a
feasibility study, In Proceedings of the ACM symposium on
Virtual Reality Software and Technology, pp.356-363, 2006.
[2] C. Groenegress, Whole body interaction for the
enhancement of presence in virtual environments, PhD thesis,
University of Barcelona, 2010.

4. Results and Conclusion
The preliminary experiment results have shown that
the traditional touch based interface was still
evaluated to be easier to use with less fatigue and
exhibiting generally high scores on usability
questions. On the other hand, the (partly) motion
based approach showed higher level of telepresence and spatial understanding with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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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ty:
손가락 버튼을 이용한 가상 타이핑 인터페이스
이용재0, 김영원, 김정현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lyj0903, kimforever920, gjkim)@korea.ac.kr

Vitty: Virtual Touch Typing Interface with added Finger Buttons
Yongjae Lee0, Youngwon Ryan Kim, Sangyong Lee, Gerard Jounghyun Kim
Dept. of Computer Science, Korea University

2. Vitty 인터페이스
요약
이 논문에서 우리는 가상현실 기반 컨트롤러에 각각의
버튼을 달아 QWERTY 자판의 느낌을 재현하고자 한다.
Vitty라 불리는 이 타이핑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평소에
입력하던 QWERTY 키보드의 경험을 통해 가상현실에
서도 그 경험을 살려 타이핑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타자
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 각각의 키를 누르기 위한 손가
락을 경험을 통해 외우고 있다. Vitty는 키가 속한 행을
기준으로 키들을 그룹지었고 컨트롤러의 버튼을 이용해
어느 키를 입력할지 확정짓는다. 기존의 가상 타이핑 인
터페이스는 단순히 한 개의 컨트롤러로 키를 하나씩 입
력하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기존 인터페이스와의 비교실
험을 통해 Vitty의 성능을 입증하고 발전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서론
가상현실에서 사용되던 기존의 타이핑 인터페이스는 각
각의 키를 한 개의 컨트롤러를 이용해 조준, 트리거로
입력하는 방식이다[1]. 현실에서 사용되던 키보드 입력
과 비교했을 때 이는 매우 느리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
은 UI의 키를 정확하게 조준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
의 인터페이스에 사용자 본인의 경험을 접목, 발전된 인
터페이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Vitty에서의 타이핑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
째는 컨트롤러를 이용한 조준, 그 후 선택된 영역에서
각각의 키에 해당되는 버튼 클릭. HTC Vive가 제공하
는 컨트롤러를 사용하며 아두이노 버튼을 각각의 컨트
롤러를 쥔 상태의 손가락 위치에 매칭시켜 달았다[2]
(그림 1 참조).
QWERTY 자판을 이용한 타자가 익숙한 사용자의 경우,
대부분 자판을 외우고 있고 어느 손가락으로 어느 키를
눌러야 하는지 많은 경험을 통해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w’ 입력 시 사용자는 왼쪽 약지 손가락을
이용해 키를 입력한다. 그 후, 같은 행에 위치한 ‘r’ 입
력 시 손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왼손 검지 손가락
을 이용해 키를 입력한다. Vitty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
가상 환경에서 조준되는 키들을 손 모양에 따라 구분,
각각의 그룹을 나누었다 (그림 2 참조). ‘w’ 입력 시
첫 번째 단계인 조준에서 기존의 인터페이스는 키 하나
의 영역을 가리켜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힘든 반면, Vitty는 ‘q’, ‘w’, ‘e’, ‘r’이 하나의 그룹으로 매핑되어 키 4
개의 어느 영역을 조준해도 영역이 활성화된다. 그 후
컨트롤러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어느 키를 입력할지 결
정한다.

* 포스터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Human Computer Interaction International. 2017
에 게재 되었음.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
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7-0-00179,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그림 1: Vitty를 위한 하드웨어와 가상현실 상에서 보여지는
Vitty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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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를 받았으나 다른 평가에서는 모두 RC-1를 능
가했다. RC-2의 경우 속도가 가장 빨랐던만큼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그림
4 참조).
그림 2: Vitty에서 사용된 QWERTY 자판의 배열을 섹션에 따
라 색칠한 그림.

3. 실험방법
실험을 위해 기존의 인터페이스 이외에도 두 손을 이용
한 인터페이스를 제시, Vitty와 함께 세 가지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표 1 참조).
표 1: 세 가지 실험 환경.

No.
1

이름

설명

Ray
casting
Onehanded
(RC-1)

한 개의 컨트롤러가 주어지
고 컨트롤러가 가리키는 방
향의 키를 내장된 트리거를
통해 선택, 입력하는 방식.
기존의 가상환경에서 사용
되던 인터페이스이다.

2

Ray
casting
Twohanded
(RC-2)

두 개의 컨트롤러가 주어지
고 각각의 컨트롤러가 가리
키는 방향의 키를 내장된
트리거를 통해 선택, 입력하
는 방식.

3

Vitty

컨트롤러가 가리키는 방향
의 키 그룹이 선택되고 매
칭된 아두이노 버튼을 눌러
어느 키를 입력할지 선택한
다. 두 개의 컨트롤러를 자
유롭게 사용.

그림 3: 문장입력 과제수행에 걸린 시간.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 Vitty의 성능이 향상되고 마지막 수행에서는 기존의
RC-1의 시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임.

그림 4: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설문 결과. 배우기 어렵다는 점
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Vitty가 기존의 RC-1 방법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음.

실험은 HTC Vive를 착용한 상태에서 세 가지 타이핑
인터페이스를 이용, 주어진 문장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3]. 한 회에 13개의 문장이 주어지며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 세트로, 실
험자당 총 3세트를 반복했다. 우리는 문장, 문자와 다음
문자의 입력에 걸리는 속도를 측정하고 설문지를 통한
7 scale 사용성 평가를 수행했다.

실험을 통해 기존의 RC-1 타이핑 인터페이스의 불편함
을 증명하고 연구를 통한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했
다. Vitty의 경우 트레이닝 시간 부족과 사용자의 불편
감을 해소한다면 앞으로의 가상 타이핑 인터페이스에
있어 새로운 대안책으로써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참고문헌

4. 결과 및 결론
문장입력속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RC-2였다. Vit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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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림 3 참조).
사용성 평가의 경우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은 RC-1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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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공간에서 360도 영상 시청을 위한 시점 재설정 방법*
홍석준, 안종길, 설은비, 김정현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hong921122, hide989, agoremember, gjkim)@korea.ac.kr

*

Reorienting viewpoint with respect to body pose for 360 degree videos in confined space
Seokjun Hong, Jonggil Ahn, Eunbi Seol, Gerard Jounghyun Kim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360도 영상 컨텐츠를 시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점을 재설정하
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Blackout-turn은 비디오
가 멈추고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
재설정 할 수 있으며 Turn-teleport는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재설정 할 수 있다. 360도 영상을 시청하며 실
험을 진행하였고 피험자들은 Blackout-turn을 가장 선
호하였으며 Blackout-turn을 이용할 때 실제 움직임의
정도를 감소시키지만 멀미감과 방향감 상실, 내용 이해
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최근 모바일 기반 HMD가 출시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360도 영상 컨텐츠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360도 영상을 시청하기 위
해서는 몸이나 목을 회전해야 하며 따라서 넉넉한 공간
이 필요하며 또한 회전하기 쉬운 환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360도
영상을 시청할 경우 주변 사람들과 충돌할 수 있는 문
제점을 유발시키고(그림 1) 사용성을 저하시킨다. 본 논
문은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점을 재설정하
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 (a)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360도 영상을 사용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 (b): 고정된 의자에서 360
도 영상을 시청할 때의 불편한 상황

2. 관련 연구
가상 현실 컨텐츠를 이용할 때 공간적 한계점을 해결하
기 위해 Redirection을 이용하는 방법을 Razzaque et al.
[1] 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는 실제 움직임에 Gain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시점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움직
임을 특정 영역 안에 한정시킬 수 있었다. 또한 가상 현
실 시스템의 경계에 도달했을 때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재조정하는 방법이 Williams et al. [2]
에 의해 제안되었다. Redirection 기법은 사용자의 움직
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전 연구는 대체로 이동과 회전이 결합
된 형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좁은 공
간에 앉은 상태에서 큰 폭으로 사용자의 시점을 재설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사용성을 검증하였
다.

3. 시점 재설정 방법
* 포스터 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2017에 게재되었음.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
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000179,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본 논문에서 사용자의 시점을 재설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Unity3D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사용자의 시점을 재설정
하는 방법은 3가지 행동의 연속적인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의 현재 시점의 방향을 표시하고 (행동 1)
몸을 움직여 편한 자세로 변경한 뒤 (행동 2) 시점 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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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완료하게 (행동 3) 된다. Blackout-turn과 Turnteleport 는 이러한 액션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일에 약
간의 차이가 있다. Blackout-turn의 경우 비디오가 멈추
고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며 몸을 편한 자세로 움직인
뒤 (행동 2) 터치패드를 터치하면 (행동 3) 다시 화면이
보이게 되고 비디오를 이어서 시청할 수 있다. Turnteleport 의 경우 특정 방향을 저장하고 (행동 1) 사용
자의 몸을 편한 자세로 움직인 뒤 (행동 2) 두 번 터치
패드를 터치하여 (행동 3) 이전에 저장한 방향을 현재
바라보는 방향으로 재설정한다.

5. 실험 결과 및 결론

그림 3: 피험자의 사용성 및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 왼쪽부터
Nominal-stand, Nominal-sit, Blackout-turn, Turn-teleport
이다.

그림 2: (a) 시점을 새로운 위치로 재설정하는 것. (b)
Blackout-turn에서 비디오가 멈춘 뒤 시점을 재설정하는 과정
을 나타낸 것. (c) Turn-teleport 에서 저장된 시점으로 재설
정하는 것을 나타낸 것.

4. 실험 수행
본 논문에서는 360도 영상을 시청하는 각기 다른 네 가
지 방법의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가지 방법은 아
무런 조작이 가해지지 않고 서서(Nominal-stand), 앉아
서 (Nominal-sit)보는 방법이다.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 (Blackout-turn,
Turn-teleport)이며 이전 챕터에서 설명하였다. 실험은
총 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각 실험 조
건을 이용하여 360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영상
을 시청한 이후 멀미감, 피로도, 컨텐츠 이해도, 방향감
각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앉아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실험 조건의 경우 회전할 수 없는 의자에 앉
아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영상은 피
험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며 360도
를 모두 이용하는 “Magic in the Woods 360 Video
Experience – Pete’s Dragon.” [3] 영상을 선택하였다.

(그림 3)은 실험 수행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멀미감과 내용 이해도의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로도의 경
우 앉아서 실험하는 경우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앉은 자세에서 360도를 보기 위해서는 직
접 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때로는 뒤쪽 화
면을 보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lackout-turn과 Turn-teleport에서는 피로감의 저하
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는 재설정방법을 이용하더라
도 다시 컨텐츠를 보기 위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실제 움직임이 감소되는 정도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방향감각의 설문 결과 Turnteleport에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선호
도 측면에서는 대체로 Nominal-stand와 Blackout-turn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Blackout-turn
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앉아있으며 회전하기 어려
운 협소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합리적인 시점 재설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시점을 재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였으며 시점을 재설정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멀미감, 피로도, 내용 이해도, 방
향감각에 대한 영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결과적
으로 Blackout-turn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재
설정 방법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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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3D teleconference 시스템에서 구성할 수 있
는 아바타의 외형(character-like 3D 혹은 복원된 3D
아바타) 과 배경 형태 (MR 혹은 VR)를 가지고 커뮤니
케이션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를
통한 실험 결과 co-presence level에서는 복원된 3D
아바타 외형보다 간단한 형태인 character-like 3D 아
바타가 오히려 높은 결과를 얻었고, trust level은 복원
된 3D 아바타의 형태가 높은 결과를 가짐을 알 수가 있
었다. 또한, 실제 환경을 배경으로 한 MR 환경이
teleconference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원격지의 사용자들에 대한 비즈니스 미팅과 커뮤니케이
션 수단으로 teleconference 시스템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최근 공간에 투영된 느낌을 제공하고, 사용자 이
동이 자유로운 3D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 [1].
* 포스터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Computer Animation and Social Agents (CASA)
2017 에 게재 되었음.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
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I5501-161016, 원격 사용자 동시 참여 기반 몰입형 Join & Joy 콘텐츠
기술 개발], 또한, MSIP/NRF Basic science research 프로그램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No. 2011-0030079]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실제 사용자 공간에 teleported
avatar를 투영하고, 원격지의 사용자가 함께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는 mixed reality (MR) 시스템에 대
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현된 가상의 아바타의 외형 형태가
teleconference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바타의 외형은 배경에 따른
영향을 가지므로 아바타의 외형과 배경의 형태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한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비교 측정 도구로 나와 같은 공간에 함께 존
재하는 느낌에 관한 co-presence와 원격지 사용자에
대한 믿음 정도인 trust level을 측정을 가지고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단순한 형태인
character-like 3D 아바타가 실제 환경인 MR 환경에
투영한 경우 co-presence가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었고,
trust level에서는 복원된 3D 아바타가 높게 나옴을 결
과로 얻을 수 있었다. 또한, MR 환경이 teleconference
시스템 구성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험 구성
실험은 teleconference의 요소로 아바타의 외형과 배경
형태를 다르게 표현하여 co-presence, trust를 각각 비
교하는 것으로 구성 하였다. 먼저, co-presence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바타의 외형은 복원된 3D 아
바타, character-like 3D 아바타로 구성하고, 배경 형태
는 MR 환경과 VR 환경으로 각각 2가지로 구성하여 제
시하였다. 복원된 3D 아바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 대
의 RGB-D 센서를 이용하였다. 즉, 그림 1과 같이 4가
지의 condition으로 실험을 구성하였다. 실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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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자에게 job interview 상황을 아바타와 함께 대
화형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co-presence
level을 질문서를 통해 측정하였다.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원된 3D 아바타로 구성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림 1: Co-presence 실험 구성
그림 3: Co-presence 실험 결과

반면, trust를 측정하는 실험에서는 참여자가 두 아바타
의 형태 중에 선호하는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아바타의 외형을 동시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구성
하였다. 실험 시나리오는 어려운 상식 문제를 제시하여
두 아바타 중 하나를 선택하여 advice 혹은 hint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즉, 그림 2와 같이 4가지
condition으로 실험을 구성하고,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아바타가 expert이거나 아닌 경우로 구성하였다.
Expert는 어려운 상식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참여
자에게 제공하였고, 반대로 expert가 아닌 경우는 모호
한 답변을 피드백 하였다.

그림 4: Trust 실험 결과

4. 결론
본 연구에서 teleconference 시스템의 구성 요소 (아바
타 외형 및 배경 형태)에 대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여
차세대 MR teleconference 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 효
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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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R을 이용한 ‘ 포켓몬 go’ 게임 등장 이후, VR(Virtual
Reality)와 AR(Augmented Reality)이 활성화되면서 이
를 이용하여 새로운 게임이나 서비스를 위한 많은 애플
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다 . 이에 VR을 이용하여 현실감
있는 인테리어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인테리어 특성
상 디자인과 실제 적용 이미지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
으며 , 최근 이를 개선하여 이케아에서 AR을 이용한 인
테리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다 . 하지만 이 애플리케
이션은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데 한계가 있
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AR이 아닌 VR을 이용한
인테리어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 또한 VR의 단점인
현실과의 거리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립모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애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 모든 기능은 WebG L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 위에서 구현되며, TrinusVR을 이용하기 때문에
웹 페이지에서 실행되어 보이는 화면을 VR 영상 형태
로 모바일에 전송된다 [1].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애플
리케이션은 VR과 립모션 , TrinusVR을 이용하였다 . 이
는 추후 VR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연동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고 , VR 시장의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 위해서 다양한 가구 업체들의 가구를 이용할 수 있
고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가상 공간에서 손동작 인식으
로 인테리어 디자인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기존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립모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미와 현실감을 높여준다
는 것이 큰 차별점이다 . 립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였
다 . 또한, 실시간으로 웹에서 빌드 되는 화면을
TrinusVR을 이용하여 모바일에 VR 모드로 전송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립모션과 VR을 함께 이용하여 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시각적
인 현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손동작을
인식함으로써 물리적인 현실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또한, 인테리어에서 더 나아가 교육, 설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2. 본론
2.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는 Figure 1과 같다.

1. 서론
AR 게임인 ‘포켓몬go’가 등장하면서 AR과 V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AR은 Augmented Reality, 즉 증강
현실을 뜻하며 VR은 Virtual Reality 로서 가상현실을
뜻하는 단어이다[2]. 현재 AR과 VR은 의료, 게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 특히, 이
케아는 AR을 이용한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으
며, 사용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케아의 제품을 카
메라를 통해 자신의 집에 적용시켜 볼 수 있어 사용자
의 편의를 돕는 동시에 자사 가구의 홍보 효과도 높였
다. 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케아의 가구들만 적용
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전체 인테리어를 확인해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
구두발표논문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5-0-00908).

Figure 1. System Architecture
Unity와 립모션을 이용하여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하였다. 립모션을 이용하기 위해 웹 페이지를
기반으로 구현하며 WebGL 로 실행하였다. 웹에서 빌드
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TrinusVR을 통해 Wi Fi 통신
으로 모바일 기기에 VR 모드로 전환이 되어 전송이 된
다 . 립모션은 데스크톱과 연결이 되어 Unity로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의 가구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립모션은 손동작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구들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배치된 가구의 상태는 가구의
ID 와 위치 정보와 함께 서버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이 된다 . 사용자가 방 정보를 불러왔을 때 ,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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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위치 데이터와 가구의 ID 를 불러와 재 배치를 하
는 것이다.
2.2.립모션과 Unity
VR 기기와 립모션은 사용자에게 보다 현실감을 줄 뿐
만 아니라 손동작의 모션 감지를 이용한 가구 배치로
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불안정한
모션 인식으로 인해 가구들이 제어 밖으로 벗어나 회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으며 공중에 가구가 배치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를 중력으로
잡아주었고 , 가구의 꼭대기 부분을 기준으로 바닥까지
삼각형 형태로 이동에 제안을 주었다 . 또한, 회전이 심
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구 이동에서
회전을 빼 별도의 메뉴로 lotation 을 걸어두었다. 이동
과 회전에 제한을 두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애플리케이
션의 가구 이동이 자연스러워지도록 구현하였다 . 또한,
현재 사용자가 디자인한 방 상태 저장하기, 불러오기,
메뉴로 돌아가기 등의 메뉴 실행이 디자인 도중에 언제
든지 클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 이 메뉴 버튼들을 립
모션으로 제어하기 위해 각 버튼에 3D 큐브를 씌워 3D
이벤트 발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3. TrinusVR과의 연결
TrinusVR은 Wi Fi 통신으로 이루어진다. TrinusVR을
통해 WebGL 로 빌드 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그
대로 VR 모드로 보여줄 수 있다. TrinusVR은 웹의 전
체 페이지를 전송시켜주기 때문에 WebG L로 빌드를 하
여 전체 화면에 애플리케이션 화면만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Wi Fi 통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Wi Fi 환경이 취약한 곳에서는 이용이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Bluetooth 를 이용하는 통신 방
법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데모를 위해 Wi Fi 통신을
이용하였다.

구현하였고, 가구들의 회전이나 삭제와 관련해서는 립모
션 제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가구마다 별도의 버튼을 만
들어서 회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Figure
2에서 보이는 화면은 TrinusVR을 통해 VR 형태로 모
바일로 전송되고 사용자는 VR 기기를 착용함으로써 현
실감 있게 디자인할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VR과 립모션, TrinusVR을 이용한 인테
리어 디자인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하였다 . Unity로 인테
리어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구현한 후 , 현실감을 위해
VR 기기와 립모션를 이용하였다 . 립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웹 페이지 위에서 빌드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
기 때문에 VR 모드로 변형해주기 위해서 TrinusVR을
이용하였다. Wi Fi 통신으로 웹과 모바일이 연결이 되
고 , 웹 페이지의 화면이 VR 영상 형태로 변형되어 전송
된다. 하지만 TrinusVR은 웹 화면을 보여주므로 얼굴
회전에 따라 웹 화면도 회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이 서비스는
VR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연동 및 활용을 위한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후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들과 VR의 연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trinusVR
page,
Retrieved
from
https:// www.trinusvirtualreality.com
[2] 주헌식. (2012).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발전과 전망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1), 213-215.

2.4. 구현 결과

Figure 2. collaboration with VR and leap motion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이는 웹페이지 사진은 그림 2
와 같다. Figure 2은 VR과 립모션의 연동 장면을 보여
주는데 Figure 2에서 보이는 손 모션인식은 사용자가
자신의 손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메뉴
버튼에 3D 큐브를 입혀 립모션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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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글 가상현실 개발도구를 활용한 개발환경 구축

요약
최근 가상현실은 모바일 환경의 HMD가 대중화됨에 따
라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
폼 가상현실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본 연
구는 모바일 플랫폼 가상현실에서 무인도를 배경으로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여 탈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체적인 제작 공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일반
사람들도 쉽고 효율적으로 모바일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 무인도 탈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글 가상현실 개발도구(Google
VR SDK)와 유니티 3D(Unity 3D)를 통합하여 개발환경
을 구축한다. 그림 1을 통해 통합된 개발환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구글 가상현실 개발도구에서 제공하
는 프리팹(GvrViewerMain)을 통해 모바일 화면을 가상
현실 모드로 제어하고, 모바일 플랫폼 가상현실 콘텐츠
에 적합한 입력 처리 기술로 사용자의 객체 선택과 움
직임 등의 상호작용을 시선 기반 상호작용과 게임패드
를 이용하여 구현한다[2].

1. 서론
최근 가상현실 콘텐츠는 모바일 전용 HMD가 저비용으
로 보급됨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체험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 가상현실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공간을 인지하는 센서와 가상현
실 전용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PC기반 가상현실 콘텐츠와 비교하여 구성이 단순하고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모
바일 가상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에서, 모바일 가상현실은 또 다른 혁신 미디어 분야이며
기술적 측면의 어려움을 넘어 상호작용 가능성을 발견
해야 한다[1]. 이를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모바일
환경의 특징을 적절히 활용한 새로운 모바일 가상현실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됨으로써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플랫폼 가상현실에서 무인도
를 배경으로 각종 아이템을 찾아서 탈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체적인 제작 공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
써 일반 사람들도 쉽고 효율적으로 모바일 가상현실 콘
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바일 플랫폼 기반 무인도 탈출 가상현실 콘텐
츠 제작 공정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
(NRF)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No. 2014R1A1A2055834)
* 학부생 주저자 논문임

그림 1 유니티 3D와 구글 가상현실 개발도구, 게임패드를 활
용한 통합 개발환경 구축.

2.2. 모바일 가상현실 상호작용 기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선 기반 상호작용은 사용자의
시선이 되는 카메라의 정면 방향으로 광선을 생성하고,
특정 객체에 닿게 되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기술로써, 구글 가상현실 개발도구에서는 이를 프리
팹(GvrReticlePoint)으로 제공한다. 프리팹을 메인 카메
라의 하위 객체로 등록한 후 피드백이 발생할 특정 객
체에 광선이 닿았을 때와 벗어났을 때의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선 기반 상호작용을 구현
한다.
객체 선택에 유용한 시선 기반 상호작용과 달리 가상공
간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패드의
키 속성을 유니티 3D 엔진의 입력 속성으로 대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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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패드는 모바일 플
랫폼에 적합한 조이트론 EX M AiR을 사용한다.
2.3. 무인도 탈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콘텐츠를 구성하는 장면은 시작 메뉴, 게임, 미션 성공,
미션 실패 장면으로 총 네 개로 구성한다. 시작 메뉴 장
면은 콘텐츠 실행 초기 장면으로, 게임시작과 게임종료
를 나타낸 UI를 선택해 콘텐츠 진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시선을 따라 화면 정면 중앙에 위치한
흰 점을 선택하고 싶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로 옮기는 것으로 시선 기반 상호작용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시작 버튼을 선택하면 게임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
되며 사용자는 무인도에 떨어지고 배를 고치는 도구(망
치, 노, 판자, 돛, 배 핸들)를 찾아 탈출할 수 있도록 한
다. 사용자는 게임패드를 조작해 섬 주변을 돌아다니면
서 도구를 찾을 수 있으며, 찾은 도구는 시선 기반 상호
작용으로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도구를 찾는 시
간에 제한을 두어 화면 상단에 표시된 타임 바가 모두
감소하기 전에 모든 도구를 찾으면 항구에 배가 나타나
며 배로 이동할 경우 배를 타고 탈출하는 미션 성공 장
면으로 화면이 전환되며, 이후 다시 시작 메뉴 장면으로
전환되어 콘텐츠를 다시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그
리고 주어진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미션 실패 장면으로
전환되어 콘텐츠가 종료된다.

3. 실험 및 분석
그림 2는 위의 제작 공정에 따라 모바일 기반 무인도
탈출 가상현실 콘텐츠의 제작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제작된 콘텐츠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
로 빌드 후 실제 모바일 플랫폼에서 실행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콘텐츠 제작에 Unity 5.5.2f1, GVR Unity
SDK 1.40을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실험을 위해 사용된
모바일은 삼성 갤럭시 S7, 폭풍마경4 HMD, 조이트론
EX M AiR 게임패드를 활용하였다.

그림 3 제작된 콘텐츠를 모바일 플랫폼에서 실행한 실험 예.

4.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플랫폼 가상현실에서 무인도를 배경
으로 아이템을 찾고 탈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제
작할 수 있는 공정을 제안한다. 유니티 3D와 구글 가상
현실 개발도구를 통합하여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가상현
실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시선 기반 상호작용
과 게임패드를 이용한다. 콘텐츠는 무인도에 갇힌 상황
에서 각종 도구를 찾아 탈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흥
미를 높이기 위해 시간 제한의 조건을 추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모바일 환경의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가상현실을 체
험하는 사용자의 현존감, 몰입도를 높이는 요소 혹은 멀
미와 같은 불편한 요소를 예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사용자의 흥미를 높
이는 게임적 요소의 추가와 낮과 밤으로 구성된 다양한
장면을 제공해 몰입형 모바일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
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설문지를 통한 실험 및
분석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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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제작 공정에 따라 모바일 기반 무인도 탈출 가
상현실 콘텐츠 제작 결과: (a) 시작 메뉴 장면, (b) 탈출에 필
요한 도구와 도구를 찾는 게임 장면, (c) 도구를 모두 찾은 경
우 나타나는 배, (d) 배를 타고 탈출하는 미션 성공 장면, (e)
미션 실패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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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가상현실 콘텐츠의 몰입감과 현존감을 높이
는 손 인터페이슬 위하여 립 모션 기반의 휴대용 손 햅
틱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햅틱 시스템은 적은 비
용으로 다양한 촉각을 피드백하기 위해 아두이노를 활
용한 하드웨어 구조를 설계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탈 부착 가능한 손목 밴드 형식의 장비
로 구현한다. 이때 제안한 립 모션 기반의 휴대용 손목
밴드형 햅틱시스템이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사용자에게
몰입감 높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1. 서론
가상현실 콘텐츠는 현재 사용자에게 몰입감 높은 경험
을 제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 또
한 HMD(Head Mounted Display)를 비롯한 여러 가상
현실 장비들은 물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
츠가 개발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더욱 높은 몰입감과 현
실감을 만족시키는 상호작용 연구와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각, 청각, 촉각 등 사용자의 오감을 만족시키
는 피드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사용자의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한 햅틱 피드백의 대표적인 장비로 VR 글
러브나 테이블 등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햅
틱 인터페이스가 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현재는 다양한 신체 부위에 대한 반응으로 확대되어 상
호작용 효과를 다루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1].
이러한 장비와 기술은 표현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장비
의 높은 비용으로 인한 대중화되어 제공되지 못하는 문
제들이 존재한다[2]. 특히, 하나의 시스템이 가지는 피
드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3]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도 해결해야 할 한계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의 촉각에 집중하여 다양한 가상현
실 콘텐츠에 활용 가능한 손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손 햅틱 시
스템을 제안한다.

2. 휴대용 손 햅틱 시스템
2.1. 아두이노 기반 햅틱 피드백
다양한 촉각을 표현하는 적은 비용의 휴대용 햅틱 시스
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작은 형태의 컴퓨터로 가
격이 저렴하고, 다른 장치와의 호환이 쉬운 장점을 가진
아두이노 보드가 적합한 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모든 시스템을 구성하며, 표현
하려는 촉각 센서를 손 끝에 밴드로 착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우선, 손 끝으로 전달되는 촉각을 위해 본 연
구는 진동모터를 이용한 떨림, 레지스터를 이용한 열 반
응의 두 가지 센서를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휴대성을 위
해 각각의 센서를 하나의 밴드로 구성하여 사용자는 콘
텐츠에 맞게 탈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중요한 점
으로 제안한 시스템이 단순히 두 개의 센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센서를 추가해 나갈 수 있는 확장성
을 위해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아두이노에 연
결 가능한 다양한 센서를 촉각에 반영할 수 있는 휴대
용의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1은
제안한 휴대용 햅틱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Sensors 17(5). 2017 에 개제 되었음.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NRF)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No. 2014R1A1A2055834)
* 학부생 주저자 논문임

그림 1: 제안한 아두이노 기반 햅틱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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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몰입형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제안하는 립 모션 기반의 휴대용 손 햅틱 시스템이 가
상현실 콘텐츠에서 사용자에게 몰입감 높은 상호작용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시스템에
최적화된 실험용 콘텐츠를 제작한다. 콘텐츠는 햅틱 시
스템의 두 가지 촉각 센서와 대응되는 신을 각각 생성
한다.
첫 번째 신은 떨림 촉각 반응을 피드백 하는 상호작용
을 위해 연주를 소재로 제작하며, 가상의 공간에서 객체
가 생성되고 객체를 사용자가 두 손 각각의 손가락(엄
지, 검지)를 사용하여 터치하면, 객체가 튕겨져 나가면
서 동시에 촉각이 함께 전달된다. 이 때 객체의 크기에
따라 촉각의 강도에 비례하게 설정하여, 사용자의 촉각
에 대한 예측과 대응되는 반응을 피드백 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열 센서를 활용한 촉각에 부합한 가상 장면
제작이다. 본 연구에서는 레지스터를 열 촉각에 활용하
며, 이는 순간적인 반응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
적되어 전해지는 열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한다. 엄지와 검지만을 펼친
손 동작으로, 마치 권총 모양을 손에 매칭시켜 인식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지 손가락 끝에서 총알이
발사되는 식으로 진행되며, 총알이 발사되는 시점에 손
끝에 열이 누적되어 마치 손끝에서 총알이 나간듯한 반
응을 피드백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열 센서를 통해 손 끝에 뜨거움이 전달되는 시간과 가
상 환경의 총이 작동하는 시점이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햅틱 시스템의 열 센서의 누적시간을 미리 계산하여 콘
텐츠에 적용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햅틱 시스템에 최
적화된 가상현실 콘텐츠의 제작 결과로 떨림 센서에 대
한 가상장면과 열 센서에 대한 가상 장면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 3: 제안한 휴대용 햅틱 시스템과 가상현실 콘텐츠의 상
호작용을 통한 물리적 반응 피드백 결과

선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립 모션만을 사용하
는 것과 햅틱 시스템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비교하여 몰
입감과 현실감을 분석하였으며, 설문 실험을 통해 통계
-4
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p-value : 3.5608×10 ) 간단한
휴대용 햅틱 시스템으로도 기존의 상호작용보다 비교적
높은 몰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촉각 피드백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휴대용 손 햅틱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햅틱 시스템은 손의 촉각에
집중하여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에 활용 가능한 햅틱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아두이노 기반으로 촉각을 피드백하는 손목 밴드형 햅
틱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손 동작과 움직임을 캡쳐
를 위해 본 연구는 립 모션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제안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휴대용 햅틱 시스템의 몰입
감과 현실감을 정확히 실험하기 적합한 가상현실 콘텐
츠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립 모션
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촉각
반응을 제안한 햅틱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사용
자의 몰입감과 현실감을 높이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다양한 설문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향후 제안한
휴대용 손목 밴드형 햅틱 시스템의 촉각 반응과 손가락
의 움직임 폭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한 햅틱 시
스템과 기존의 햅틱 글러브와의 비교 실험을 통해 성능
을 더욱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그림 2: 제안한 가상현실 콘텐츠의 제작 결과 (a) 떨림 센서,
(b)열 센서

3. 실험 및 분석
우선 제안하는 휴대용 손목 밴드형 햅틱 시스템이 가상
의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사실적인 현실감을 제공하고,
몰입감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실험하는 목적의 가상현
실 콘텐츠 제작 결과로 확인한다. 먼저 제안한 햅틱 시
스템이 제작된 가상현실 콘텐츠의 상호작용과 대응되어
정상 작동됨을 확인하였으며, 몰입감과 현실감을 높여주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1~35세의 총 21명을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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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existing authoring tool for virtual reality are
related to the virtual objects and the 3D environment.
Different from various authoring tools, our research is
focusing on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The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refers to a virtual tour which
means feeling an imaginary world of the real place
rather than the real one. The virtual tour constructs
from panorama images that captured from 360o
camera de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discuss
an authoring tool which is a helpful tool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the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1. Introduction
Since virtual reality (VR) technology continues to
increase and involve in many applications,
experiments such as in education, entertainment,
engineering and so on. The virtual reality has many
fields to research more on it. The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is one of the virtual reality applications
that allows the users to feel the imaginary
environment of the virtual places rather than the real
places. An authoring tool is used to control and
manage the spherical images, navigation, and tooltip
* 포스터발표논문
* This work was partly supported by the ICT R&D program of
MSIP/IITP [20160001210021001, Standard Development of
HMD Based VR Service Framework] and the “Standard
Technology Improvement Program” throug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o. 10053638), and was
supported by the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under the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support program (IITP-2017-2015-000448) supervised by the IITP(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information to the map of the tour. Kaghat et al. [1]
proposed the authoring tool that enables to build the
3D representation of the museum, to add sound
sources at different positions and altitudes in the
museum, to build the virtual soundscape, and to create
visitor scenarios for describing the navigations and
how to interact with the soundscape. Guven et al. [2]
presented an authoring tool for creating and editing
the 3D hypermedia narratives that are interwoven with
a wearable computer user’s surrounding environment
as with an augmented or virtual reality system.
Furthermore, Barrena et al. [3] presented and
proposed CoolTour which is a platform to create
complex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cultural
experiences. This platform presented three pillars that
allow the author to configure the experience through
the authoring tool, the experiences server, and mobile
application. However, the various authoring tools are
focusing on 3D tour environment, 3D objects,
augmented reality [4][5], mixed reality [6], and some
of them are commercial and limited functionalities
related to VR walking tour.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uthoring tool for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to
make easy for non-programmer users to configure,
upload, and add information to the tour system.

2. Proposed Authoring tool for VR walking tour
The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constructed by
creating a sphere and place the user at its center. The
tour composed by panorama images (360o images) that
can be equirectagular panorama or cubic panorama. By
wearing a head mounted display (HMD) device, it can
allow the user to feel immersive in the tour and see
the view from every angle including top,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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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front and around.
Figure 1 describes the development for constructing
the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by using authoring tool.
The authoring tool is a web-based system that will be
easy for users to access anywhere, anytime, and any
operating system.

campus. It’s an image tooltip that author added via
authoring tool. While users are focusing their eye to
the information icon, the image tooltip will appear on
the screen. Furthermore, the author also can add the
video tooltip and text block tooltip as shown in figure
2 (c) and (d).

Fig 1: Authoring tool for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A user can capture the panorama photos with 360o
camera or use a smartphone with additional application
to capture by manual mode. For the high quality of
photos, DSLR camera should be considered. After
capturing photos, the user can upload to authoring tool
system. There are three important guidelines for using
authoring tool in VR walking tour. First, the user needs
to upload the 2D map image to the system for setting
location, point, and connection. Second is mapping the
panorama photos with the map. After the user set and
mapped the location with panorama images, the third
guideline is about adding navigation and tooltip
information to each location. The tooltips can be
images, videos, text blocks, signs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authoring tool provides web service as
Json format to VR walking tour system. Thus, the
system that developed with different technologies
such as React VR, A-Frame, X3DOM, three.js or
mobile native application can be used this web service.

3. Results
The authoring tool is useful for everyone to build the
tour experience in VR. Not only tourist places, but
users can build the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to many
places such as university campus, hotel, restaurant,
resort, company and so on.
Figure 2 shows the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BNU) campus that
uploaded and managed by the authoring tool. Figure 2
(a) shows the navigation of the tour that the users can
navigate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by focusing
their eye to the navigation icon or using joystick
devices. Figure 2 (b) describes the map of the CBNU

Fig 2: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ampus

4. Conclusion and future work
We have presented an authoring tool for creating and
editing the virtual reality walking tour that is a useful
tool for users who are not programmers and
programming expert. The limitations of this work are
related to the interaction and natural walking of the
the user within the virtual tour. Future work, we will
try to research more on the user’s interaction by hand
gesture and user’s natur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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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증강현실은 최근 대중과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교육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
야에 대한 증강현실 기술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
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외식 분
야에 새롭게 도입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메뉴판을 인식하고, 그 메뉴판에 해당되
는 정보를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수신해 해당 음식을 증
강현실로 출력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실제 음식과 유
사한 입체적 시각 정보와 증강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재
미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서론
2016년 전 세계에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 열풍이
불었다. 이 열풍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증강현실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강현실에 대한 기업과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 동시에 최근 한국에서는 맛집 열풍이 진행 중이
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블로그 리뷰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매우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
제 우리가 주문해 경험하게 되는 음식은 미디어의 이미
지와 다른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해당 가게에 직접 방문
해서 받은 메뉴판의 이미지와 음식이 다른 경우도 많다.
위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강현실 메뉴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음식에 대해 보다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
다.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음식 주문 전, 증강현실
로 음식을 보다 현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증강
현실 상호작용으로 해당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 포스터 발표논문, 학부생 주저자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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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서버로 송수신해 다른 사용자와 평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증강현실은 가상 물체를 현실 배경에 출력해 현실감
있는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Mark
Billinghurst et al. 는 이런 유용성을 가진 증강현실의 약
50년간 연구, 개발을 요약했다[4]. 이로부터 증강현실
의 응용 분야를 크게 두가지 분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분야는 엔터테인먼트이다. Mark Billinghurst et
al. 는 이와 관련해 AR Quake(2002년)를 소개했다[4].
AR Quake는 당시 젊은 층에서 있기 있던 1인칭 슈팅
액션 게임을 증강현실을 도입해 구현했다. 보다 최근
인 [1]의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을 통한 관광지 간접경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크를 간접경험 할 수 있
다. 관광 안내 책자를 사물인식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메뉴판 인식’ 기능 착안에 도움을 받았다.
두번째 분야는 교육이다. 이와 관련해 Kaufmann,
Hannes et al. 는 3D 기하학적 도구를 소개한다[2]. 이 도
구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종이 기반(2D)의
기하학 학습을 현실 세계(3D)에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 능력 학습 향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Mark Billinghurst et al. 는 증강현실을 교육에 활용한 많
은 예들을 소개한다[3]. 대표적으로 의학의 생체검사
실습에서는 X-Ray 영상을 증강현실로 출력해 도움을
받는다.
이와 같이 두 분야에 대한 증강현실 응용 관련 연구
는 많이 진척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식 산업
에 대한 증강현실 응용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
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연구했다.

3.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을 통해 음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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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제 전단지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3D 객체로 만든 모습

그림 3 ‘Skatchfab’을 통해 직접 3D Scanning한 제육덮밥

3.3. 증강현실 기술

그림 1 사용 과정
먼저 사물인식 개체가 될 메뉴 이미지가 필요하다. 메뉴
이미지는 각 가게들의 메뉴판 혹은 전단지이다. 메뉴 이
미지를 식별해 서버로부터 해당 메뉴가 속한 가게의 음
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한다. 수신한 데이터를 통
해 메뉴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스캐닝 된 3D 모델이
증강현실로 출력된다. 음식을 먹고 난 뒤, 제공되는 쿠
폰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해 증강현실 상호작용으로 음
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그림 1).
본 애플리케이션은 Unity로 제작했으며, 모바일 OS
Android와 iOS를 모두 지원한다. 클래스는 MVC 패턴
으로 설계되었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서버와 DB
에는 Amazon Web Service와 MySQL이 사용되었다.
3.1. 오픈소스 ‘Vuforia’ 를 통한 사물인식
메뉴 이미지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인식하고
는 기능을 위해 퀄컴社의 오픈소스 ‘Vuforia’를
였다. Vuforia 사이트의 실제 전단지의 이미지를
하면 특징점 추출이 되고, 이것을 Unity의 한
다운로드해 활용했다(그림 2).

구분하
활용하
업로드
개체로

3.2. 3D 모델 구축을 위한 3D 스캐닝
실제 음식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실제 3D Scanning된
3D Model이 필요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Trnio’라는
무료 iO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결했다. 이를 실행하
고 음식 주위로 여러 번 사진을 촬영하면 몇 분 뒤 3D
Model을 생성해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무료이며 누구
나 쉽게 3D Scanning 할 수 있다(그림 3). 이렇게 만들
어진 3D Model은 프로그램 ‘Mashlab’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애플리케이션에서 증강현실은 두가지 기능을 위해
사용되었다. 증강현실이 적용된 첫번째 기능은 사실적인
음식 묘사다. 이 때 증강현실은 상호작용을 포함하지 않
는 단순 출력이다. 증강현실이 적용된 두번째 기능은 음
식 평가지 작성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증강현실
버튼 상호작용으로 재미있게 평가지를 작성해볼 수 있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외식 분야에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
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다. 애플리케이션은 메뉴판 이미지 대신 상호작용
형 3D 오브젝트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은 이미지 인식 개
체의 등록을 Vuforia 사이트에서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메뉴 이미지들을
즉각적으로 갱신하기 번거롭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
기 위해 차후 연구에서는 하나의 인식 개체를 선정하려
한다. 이를 통하면 서버에 등록된 상점 중 하나를 사용
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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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관련연구

VR 콘텐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VR 콘텐츠
제작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에 비해
기존 VR 콘텐츠 저작도구는 전문가에게 맞추어져 있어
일반인이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사용하는 저작도구
에 따라 환경이 다르고 이식성이 떨어져 대중화가 어렵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중화가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VR 저작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손쉽게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
어 향후 VR 콘텐츠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상용화된 VR 저작도구들은 저작 과정이 복잡하
거나 수작업이 많은 단점이 있다. Power Director는 모
션 트래킹, 영상 혼합, 애니메이션 효과, 타이틀 디자인
등 다양한 편집 효과를 지원하지만, 수작업이 많아 편집
과정에서 불편함이 많다[1]. 또한 InstaVR는 웹기반의
저작도구로써 드래그 앤 드롭 방식과 버튼 기반으로 이
루어져 있다[2]. 하지만 저작과정이 복잡하고 조작할
것이 많아 처음 접하는 사용자의 경우 익숙해지는데 시
간이 오래 걸린다. [3]의 연구에서는 비전문가에게 효
율적인 저작도구를 제안했다. 영상내에 오브젝트를 추가
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하이퍼 텍스트 혹은 미디어
를 추가해놓을 수 있다. VR 콘텐츠 이용자는 무선 핸드
트랙볼을 이용하여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할 시, 추가해
놓은 하이퍼 텍스트 혹은 미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도구는 정적인 오브젝트 삽입 등 편집에 제한
적인 부분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 외에 많은 개발자가 사용하는
VR 저작과 관련된 도구로는 유니티가 있다[4]. 현재 사
용되고 있는 VR 영상 저작도구인 Unity VR Editor는
VR 가상현실을 보면서 편집하는 방식과 편집도구 내에
서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입력하여 편집하는 방식이 있
다. 하지만, 사용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360도 촬
영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의 부재와 개발자를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개발자 외에는 사용에 어려움
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각 오브젝트마다 위치를 직접
설정해주기 때문에 수작업을 많이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대상 시스템이 아닌 비
전문가를 위해 수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간편한 클릭,
드래그 이벤트만으로 원하는 방향의 위치를 수정하여
움직일 수 있게 고려했으며 사용자가 360 VR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간단한 조작을 통해 쉽게 편집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인 VR 콘텐츠 저작도구를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VR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VR 콘텐츠 또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일반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
다. 그러나 VR 콘텐츠 저작도구는 복잡한 저작 과정으
로 인해 여전히 전문가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
수의 일반인들은 VR 콘텐츠를 저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용자가 어렵게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는 편집과정에
서의 많은 수작업과 단순 반복 작업, 복잡한 조작과 과
도한 기능에 의한 시스템의 전문성과 높은 진입장벽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유입을 막고 비전문가 혹
은 처음 시스템을 접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편집을 시도
할 때 많은 시행착오와 포기를 야기한다.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사용자의 유입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아우를 수 있는
VR 콘텐츠 저작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클릭, 드래그 등의 단순한 제어를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비전문가
들도 손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VR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VR 콘텐츠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 포스터발표논문
* 학부생 주저자 논문임
*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지원(No. R0190-15-2016,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미
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
사업(IITP-2017-2016-0-00312)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3.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크게 (그림 1)의 (a) 편
집도구, (b) 오브젝트 뷰, (c) 플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
(a)에서 사용자는 편집 메뉴를 선택하고, (b)에서 편집에
반영할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온다. (c)에
서는 동영상을 재생 혹은 편집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
다. 사용자는 편집하고자 하는 360 VR 동영상을 간단한
클릭, 드래그 동작만으로 편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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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R 콘텐츠 저작도구
3.1. 편집도구
(그림 1)의 (a)에 보이는 편집도구는 동영상 불러오기,
편집, 저장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 기능은 1)
사용자 지정 오브젝트 삽입, 2) 오브젝트 디텍팅을 통한
삽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지정: 사용자가 지정한 프레임 내에 위치를
지정하여 삽입할 수 있다. 프레임 설정은 처음과
끝의 지점을 플레이어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디텍팅 삽입: 사용자가 콘텐츠 내에서 오브젝트가 추
적할 객체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시점 지정은 1) 사
용자 지정과 동일하며 객체 추적을 위한 추적 기술은
OpenCV 라이브러리를 활용했다. 삽입된 오브젝트는
선택된 객체를 지정한 프레임부터 따라다니게 된다.
3.2. 오브젝트 뷰
(그림 1)의 (b)에서 사용자는 편집에 사용할 오브젝트
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본 시스템에 불러 올 수
있다. 이미지 형태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으며, 불러온
오브젝트 중 사용자가 콘텐츠에 반영하고자 하는 오브
젝트를 선택함으로써 편집이 가능하다.
3.3. 플레이어
(그림 1)의 (c)에서 사용자는 360 VR 동영상을 재생,
편집할 수 있다. (c-1)은 삽입한 오브젝트의 위치와 목
적지를 지정하는 장면으로, 사용자가 편집중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영상 내의 위치를 클릭
하여 원하는 좌표를 편집에 반영할 수 있다.

4. 결론
VR 콘텐츠는 어려운 저작과정의 진입장벽으로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드
래그 앤 드롭을 이용한 간편한 오브젝트 추가, 영상 내의
위치 선택을 통한 편집 반영 등 클릭, 드래그를 통해 간
편하게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현재는 2D 오브젝트를 삽입하는데 그치지만, 3D 오브
젝트를 매핑하여 삽입이 가능하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디텍팅 알고리즘은 사람이 많거나 주변의 색상이 비슷
한 경우 등 일부 환경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
선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디텍팅이 가능하도록

그림 2 디텍팅 삽입 결과
발전시킬 계획이며,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사용자가
편집했던 이력을 보여주는 히스토리 뷰 기능과 편집 중
인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타임 라인을
추가하고, 저작과정 중에 시선 추적 기술을 활용해 멀미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마
지막으로 [5]의 연구처럼 사용자가 VR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편집하는 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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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운드 렌더링을 위한 사운드 전파 유닛의 FPGA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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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FPGA Implementation of Sound Propagation Unit for Real-time Sound Rendering
Dukki Hong0, Tae-Hyoung Lee, Yejong Joo, Woonam Chung, Woo-Chan Park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그림 1: 제안하는 SPU에 기반한 사운드 렌더링 시스템

요약
최근 모바일 기술, 그래픽스 기술 및 감각의 입/출력 기
술 등의 발달로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현실감 있는 가상현실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 시각적 공간감, 청각적 공간감의 재
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운드 렌더링 중 사운드 전
파 유닛을 하드웨어로 가속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성능
측정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은 ASIC으로 구현된 시스템
은 동시에 다수개의 음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서론
가상현실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 시각적
공간감 그리고 청각적 공간감의 재현이 필요하다. 이러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요약논문 (Extended Abstract) 으로서, 본 논문의
원본 논문은 I3D '17 Proceedings of the 21st ACM
SIGGRAPH Symposium on Interactive 3D Graphics and
Games Article No. 20 에 게재 되었음.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
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6-000204, 극사실적인 실시간 가상현실을 위한 모바일 GPU 하드
웨어 개발)

한 청각적 공간감의 재현을 위해서는 멀티채널오디오
시스템이나 머리전달함수(HRTF)를 이용한 3D 사운드
기술 등을 사용한다 [1][2].
대부분의 머리전달함수를 기반으로 한 3D 사운드 기술
은 가상공간상의 주변 환경과 물체의 재질에 대한 물리
적인 효과가 반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사운드를 재현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사운드 렌더링은
가상공간상에서 음원과 청취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리
의 물리적인 특성을 직접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사운드 전파 하드웨어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 렌더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리는 사운드 렌더
링의 사운드 전파 부분을 전용 하드웨어로 설계하여 저
전력이면서 고성능으로 동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성능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운드 렌더링 시
스템은 ASIC으로 구현할 경우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성능을 달성하였다.

2.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그림 2는 제안하는 사운드 전파 유닛 (Sound
Propagation Unit; SPU)의 구조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SPU의 데이터패스 부분은 Setup Processor,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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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or, Traversal & Intersection Test Unit (TnI),
Hit Point Calculator, Propagation Path Validator &
Reverb Geometry Collector (PPVnRGC), Impulse
Response (IR) Calculator로 구성된다. 메모리부분은
TnI 캐쉬메모리인 Node/TriAccel 캐쉬, List 캐쉬, 그
리고 삼각형 정보 캐쉬와 재질메모리, 청취자 & 음원메
모리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SPU의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Setup
Processor는 광선(ray)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Ray
Generator로 전달한다. Ray Generator는 전달받은 정
보를 이용하여 광선을 생성한다. 생성된 광선은 TnI 유
닛의 입력버퍼로 전달되어 저장된다. TnI 유닛은 입력버
퍼에서 광선 정보를 읽어와서 충돌여부를 판별하고, 해
당 결과를 TnI 유닛의 출력버퍼에 저장한다. Hit Point
Calculator는 저장된 결과를 기반으로 충돌 지점을 계
산하고 삼각형 정보를 외부 메모리로부터 읽어 온다.
충돌지점 계산이 끝나고 삼각형 정보가 도착했다면,
PPVnRGC로 해당 데이터들을 전달한다. PPVnRGC는
전달받은 데이터의 광선특성에 따라 반사음 경로 테스
트를 진행할지 잔향 지오메트리 컬렉션 (reverb
geometry collection)을 진행할지 결정한다. 모든 유효
한 반사음 경로를 찾았거나 모든 잔향 지오메트리 컬렉
션이 처리되면 IR Calculator로 소리 지연시간, 잔향 시
간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IR Calculator는 전달받은 데이
터들을 이용하여 소리의 감쇠율, 게인 (gain) 등의 정보
를 계산하고 가청화 (Auralization) SW로 전달하기 위
해 계산된 데이터들을 Sound Path Buffer (SPB)로 전달
한다

3. 실험결과
표1은 제안하는 SPU의 주요사양을 보여준다. 우리는
ASIC 평가를 통해서 60 FPS를 달성했다. 제안하는
SPU는 최대 16개의 동적 음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
으며, 지원 가능한 재질은 16개이다. 가상현실의 3D 모
델을 지원하고 삼각형 개수가 최대 200k까지 지원가능
하다. 위치 오디오 (positional audio)와 센서 기반 오디
오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현실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다.
표 1. 제안하는 SPU 주요사양
Key Item
Descriptions
게이트 카운트

3M
(ASIC @400MHz, SRAM: 400kB)

FPS

60 FPS (ASIC @400MHz)

최대 지원 음원 수

Up to 16

잔향 음원 수

Up to 4

재질 지원 수

16
(콘크리트 석고보드, 기타 등등.)

최대지원 삼각형 수

Up to 200k

위치/센서기반
오디오

지원

SDK

상용게임엔진에 연동 가능

참고문헌
[1] M. Vorlander, Auralization: Fundamentals of Acoustics,
Modelling, Simulation, Algorithms and Acoustic Virtual Reality,
Springer, 2008.
[2] A. Febretti et al., “Cave2: a hybrid reality environment for
immersive simulation and information analysis,” in Proceedings
SPIE Electronic Imaging 2013, Burlingame, CA, 2013, 864903864903-12.

그림 2: 제안하는 사운드 전파 유닛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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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VR헤드셋을 착용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다양한 방
법 중 방향전환 걷기(Redirected walking)[1]는 VR을
체험하는 설치된 현실의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더 넓은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기존
의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방법은 컨트롤러나 게임 패드
등을 사용한 순간이동(teleport) 또는 현실세계와 가상
현실에서 제공되는 공간의 크기를 똑같이 제한하여 가
상현실을 체험 할 수 있었다. 방향전환 걷기는 사용자의
이동과 회전방향에 왜곡을 더해 제한 적인 현실 세계의
공간을 활용하여 더 넓은 가상공간을 탐험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왜곡이 가해진다면 사용자는 쉽
게 VR 멀미(Sickness)를 느끼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을 체험하는 사용자가 VR
멀미를 느끼지 않도록 각 개인에 특화된 왜곡률의 범위
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몇 가지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회전 왜곡률을 알기위해서는 사용자의 시야 정면에
가상현실의 오브젝트를 보여주고 오브젝트가 시야의 중심
에 오도록 제자리 회전을 요구한다. 걷기에 대한 왜곡률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의 직선을 따
라 가도록 요구한다. 두 행동을 반복하여 사용자 개인에
특화된 왜곡률이 측정이 완료되면 큰 규모의 미로를 탐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로 탈출 시간을 측정한다.

1. 서론
VR장비가 설치된 현실세계의 공간의 제약으로 현실세
계보다 크게 만들어진 가상현실의 공간을 VR사용자가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몸을 움직여 직접 가상현실을 체
험하는 방법은 현실세계의 공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
다. 현실 공간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방향전환 걷기(Redirected walking)이다(그림1). 방
향전환 걷기는 사람이 가장 많은 외부 정보를 얻는 시
각에 착시를 주는 방법이다. VR헤드셋을 착용한 사용자
는 현실세계의 시각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어 가상현실
에서의 시각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방향전환 걷기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하여 시각
정보에 왜곡을 준다. 사용자가 걷고 있을 경우 가상현실
에서는 직선으로 걷는 같지만 현실에서는 곡선을 따라
걷게 된다. 회전의 경우 회전 각도에 왜곡률을 더하여
현실세계에서 회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회전을 하게 된
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 VR헤드셋을 착용한 사용
자가 제자리에 선 상태로 가상 세계에서 360도를 회전했
을 때에 현실에서는 180도만을 회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현실 세계
* 포스터 발표논문. 본 논문은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이공학 개인기
초) 2015R1D1A1A01059596)의 지원을 받았음.

그림1. 방향전환 걷기의 예시이다. 녹색공간이 센서로부터 추척
되는 현실세계이다, 노랜색 궤적은 현실 세계에서의 사용자의 움
직임이며, 파란색 궤적은 가상 세계에서의 사용자의 움직임이다.

의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넓은 가상현실을 탐험하는 것
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왜곡률이 높
아진다면 사용자의 시야정보와 다른 감각기관에서 감지
한 정보의 불일치가 나타나 VR멀미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VR사용자 개인마다 최적화된 왜곡률을 측
정하기 위한 도구로 상용 게임엔진인 유니티와 Redirected
Walking ToolKit(RDWT)[2]을 사용하였다. RDWT는 왜곡
을 생성할 수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변수
들의 값을 조정하여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다. RDWT
에서 왜곡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변수들의
조합을 실시간으로 변경 및 적용하여 VR사용자 개인에
맞게 측정한다. 회전 왜곡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의 시야 정면에 가상현실의 오브젝트를 보여주고 오브젝
트가 시야의 중심에 오도록 제자리 회전을 요구한다. 걷
기에 대한 곡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가상현
실의 직선을 따라 가도록 요구한다. 이 두 과정을 반복하
여 사용자가 VR멀미를 느끼지 않는 왜곡률을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체험에 흥미
를 유발하고자 얻어진 왜곡률을 활용하여 현실세계보다
더 넓은 크기의 미로를 탐험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2. 실험환경 구성
유니티와 RDWT는 HTC Vive, Oculus Rift 등 많이 사
용되는 상용 VR장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
다. 이 실험에서는 HTC Vive(일명 SteamVR)을 사용했
기 때문에 Steam VR과 HTC Vive를 지원하는 프로그
램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 유니티엔진과 VR과의 연결은
프로그램 설치와 적절한 공간에 VR장치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도 가능하다. RDWT는 고정된 왜곡률 값을 활용
하는 최소한의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RDWT
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젝트를 변형하여 실시간으로 측
정 시스템의 재시작없이 왜곡률을 변경할 수 있는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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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널을 추가 구현하였다.
VR장비 설치의 경우 HTC Vive는 포함된 센서를 통하
여 사용자의 위치와 방향을 추적 가능하다. 그러나 센서
가 설치된 넓이보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크기는 더 작
기 때문에 점차 적으로 센서의 배치를 바꾸어 공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처음 실험에서는
가능한 작은 크기의 현실 공간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HTC Vive를 설치 가능한 최소한의 넓이인 (2m X
1.5m)에서 실험을 시작하였다. 이 경우 센서를 통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영역은 (1.5m X
1m)정도로 매우 협소하였다. 사용자가 단 몇 걸음만 걸
어도 추적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었다. 점진적으로
실험 영역을 넓힌 결과 실험환경은 최종적으로 (5m X
5m)의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사용자를 추적하는
영역은 (4m X 4m)로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였다(그림2)

그림 3. 사용자가 미로를 탐험하는 과정

4. 왜곡률 측정

그림 2. 넓은 공간에서 측정을 하게 됨으로서 사용자가 충
분히 걷거나 회전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하였다.

3. 왜곡률 평가 기준
RDWT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왜곡 알고리즘은
Steer to Center(S2C)와 Steer to Orbit(S2O)가 있다.
이 두 알고리즘은 왜곡에 대한 기준을 중심 또는 궤도
에 두는 것 이다. S2C의 경우 가능한 현실 영역의 중심
을 기준으로 왜곡이 이루어진다. S2O의 경우 사용자가
추적되는 현실 영역 안에 가상의 궤적을 만들어 사용자
가 궤적 안쪽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의 왜곡의 기준
이 달라진다. 실험에서는 왜곡률의 측정에 S2C를 기준
으로 하였다.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왜곡 변수는 세 가지로 회전 왜곡에
해당하는 MIN_ROT_GAIN(-1~0)과 MAX_ROT_GAIN(0~5),
이동에 해당하는 CURVATURE_RADIUS(0~23)가 있다.
회전에 사용되는 MIN_ROT_GAIN과 MAX_ROT_GAIN는
사용자의
회전에
대한
왜곡에
영향을
준다.
MIN_ROT_GAIN는 사용자가 회전을 하는 방향이 추적되
는 영역의 중심에 가까운 회전일 때 추적되는 영역의
회전왜곡이 사용자 회전의 역방향으로 가중되는 값이다.
값이 가장 작은 –1이 가장 큰 왜곡을 일으키고 0은 왜
곡이 없다. 반대로 MAX_ROT_GAIN은 사용자의 회전이
영역의 중심과 멀어지는 회전 일 때의 가중치이다. 값이
가장 작은 0은 왜곡이 없고 5가 가장 큰 왜곡을 일으킨
다. 마지막으로 CURVATURE_RADIUS는 사용자의 이동
에 대한 궤적을 왜곡시킨다. 값이 가장 장은 1이 가장
큰 왜곡을 일으키며 가장 큰 값인 23은 왜곡의 아주 작
다. 제공되는 23보다 큰 (24~99)의 값은 큰 의미가 없었다.

왜곡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운영자 두 명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본인에 맞는 왜곡률을 측정하는
피실험자이고 VR장비를 직접 착용한다. 운영자는 사용
자가 자신에 맞는 왜곡률을 찾기 위해 도움을 주는 실
험자로 외부에서 컨트롤 패널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왜
곡률을 측정하는 단순한 동작 들을 지시한다. 운영자는
왜곡을 사용되는 값을 조정하여 사용자가 VR을 통해서
체험하는 가상 세계와 현실에서의 움직임의 불일치가
느껴지지 않는 적절한 값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왜곡률을 측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용자가 제자리에
선 상태로 정면에 보이는 임의 오브젝트를 다시 시야에
돌아오게 제자리 회전을 반복하여 VR멀미가 일어나지
않게 조절한다. 두 번째로 이동 왜곡은 사용자에게 직선
경로를 제시하고 해당 경로를 따라가게 유도를 함으로
써 왜곡률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왜곡률의 측정이 끝
난다면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간단한 미로를 제공하게
되고 가상현실에서 (10m X 10m)의 넓은 크기를 가진
복잡한 미로를 탐험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모든 사용자
들이 짧은 시간 내에 VR멀미를 느끼지 않고 미로를 탈
출할 수 있었다.
사용자

MIN_ROT_GAIN

MAX_ROT_GAIN

user1
user2
user3
user4
user5

-0.5
-0.2
-0.5
-0.3
-0.3

0
1.7
3.5
2.0
2.2

CURVATURE
RADIUS
1
4
1
1
3.2

MAZE
(sec)

45
39
96
105
75

표 1. 소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측정 방법을 실험하였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방향전환 걷기에 적용되는 왜곡률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에 VR의 보급이 더
루어지게 된다면 흡사 PC게임의 마우스 감도 조절과
이 사용자가 자신에 맞게 직접 쉽고 간편하게 조절할
있는 것이다.

측
이
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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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제 기계적 시스템을 제작하기 전, 기계적 시스템의 설
계도를 그려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설계도를 바
탕으로 최종적으로 어떠한 기계적 움직임이 생성될 것
인지, 혹은 원하는 기계적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떻게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
게 제공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가상현실에서 기계적 시스템을
설계해보고 시뮬레이션하여 확인해볼 수 있는 설계 도
구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상현실에
들어가 오브젝트들을 생성하고 그것들을 조작한 뒤, 오
브젝트간의 연결성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기계적 시스
템을 설계한다. 그리고 연결된 오브젝트들로 구성된 기
계적 시스템이 어떠한 기계적 움직임을 보여줄지 시뮬
레이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
다.

물리 엔진 또한 미들웨어로 탑재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물리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데 사용하였다.
가상현실 경험을 위한 VR기기로는 삼성전자의 Gear
VR을 사용하였는데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다른 VR 기기인 Google의 Cardboard보다 더 높은 성
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Gear VR에서
구동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Galaxy S6 스마트폰을 사
용하였다.

1. 서론
실세계에서 기계적 시스템을 제작하기 전에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결과물을 예상해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용자는 기계 부품들로 조합된 하나의 기
계적 시스템의 청사진을 얻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
게 기계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동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는 설계도만으로는 제공받지는 못한
다.
이 연구에서는 오브젝트간의 연결성 정보 또한 추가된
설계도를 가상현실에서 만들어보는 설계 도구를 제안한
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가상
현실에 들어가 설계도를 디자인할 수 있다(그림1).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면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계적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고 사용자는 가상현실에서 시뮬레
이션 결과를 자신이 예상한 움직임과 비교하며 즉각적
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구현 및 실험환경
설계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Unity 엔진을 사용하였다.
Unity 엔진은 비디오 게임, 건축 시각화와 같은 인터랙
티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통합 저작 도구이다.
* 포스터 발표논문. 본 논문은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이공학 개인기
초) 2015R1D1A1A01059596)의 지원을 받았음.

그림 1: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설계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전체적인 모습. 사용자는 주어진 도구들을 활용해 초록색
평면에 설계를 진행하고 빨간색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

3. 구현 요소
3.1. 구성 오브젝트
기계적 시스템은 크게 힘과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설계 도구는 이 두 가지를 회전바퀴와 링크
오브젝트로 제공한다. 회전바퀴는 고정된 위치에서 일정
속도로 회전하는 오브젝트로 힘을 제공한다. 링크는 양
끝에 원하는 오브젝트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성을 가진
오브젝트로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3.2. 가상현실에서 오브젝트 선택 및 이동
Gear VR은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빠르게 화면을
전환하는 헤드 트래킹(Head Tracking) 기술을 탑재하
고 있다. 이 헤드 트래킹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머
리를 움직여 시점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시점은 오브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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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선택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된다. 사용자가 바라
보는 방향으로 가상의 Ray를 발사한 뒤, 이 Ray로 오
브젝트를 검출하는 Ray cast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사
용자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시점을 맞
추고 Gear VR의 터치패드를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선택
할 수 있다(그림2).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터치패드를 누른 채로 시점을 움
직이면 시점에 맞춰 오브젝트의 위치가 변환된다.
발사한 Ray 위의 어느 공간좌표에 오브젝트가 위치해야
하는지 계산해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설계 도구에서
는 평면의 가상 설계도를 제공한다. 가상 설계도에 오브
젝트를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가상 설계도와 시점
에서 발사한 Ray와의 교차좌표를 목표 위치로 판단, 오
브젝트를 목표 위치를 옮기게 된다.

그림 2: 빨간색 직선은 사용자가 바라본 방향으로 쏴진 Ray로
오브젝트를 검출, 선택하는데 사용되었다.

3.3. 오브젝트간의 연결성 구축
모든 오브젝트는 자신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오브
젝트들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링크는 자신이 양 끝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정보 또한 추가적으로 저장하고 있다. 오브젝트간의 연
결, 제거가 일어날 때 마다 이 리스트는 갱신된다. 이
러한 오브젝트간의 연결성은 연결 그래프의 형태로 확
인할 수 있다. 각 오브젝트는 정점(Vertex)이 되고 오브
젝트간의 연결 유무는 방향성이 있는 변(Arc)으로 표현
된다. 정점은 다른 정점과 연결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계적 시스템을 구
성하는 오브젝트들은 연결 그래프를 형성한다(그림3).

브젝트들을 만들고 각 오브젝트에 필요한 물리적 속성
을 부여한다. 이 때 HingeJoint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오
브젝트를 특정 오브젝트에 연결한 뒤, 설정된 회전축으
로만 회전하도록 만드는데 사용하는 컴포넌트로 회전바
퀴에 붙이면 고정된 회전축에서 일정 속도로 회전하도
록 만들어준다. 링크의 양 끝점 또한 연결된 오브젝트가
있다는 정보를 설계도에서 얻으면, 링크를 연결된 오브
젝트와 HingeJoint로 연결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회
전바퀴를 회전시키고 연결된 오브젝트들은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된다. 이 중 End effector로 정해진 부분의
움직임 궤적을 그려준다.(그림3).

그림 4: 그림3의 설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모습이다. End Effector의 궤적은 분홍색 선으로 표현된다.

3.5. VR로의 적용
Unity 엔진은 개발자가 VR에 적합한 기본 환경을 프로
그램 내에서 설정하였으면 원하는 플랫폼에 맞게 빌드
를 수행하여 준다.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
행한 뒤 스마트폰을 Gear VR에 장착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6.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가상현실에서 기계적
시스템 설계 도구를 제안해 보았다. 사용자는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HMD를 장착해 설계 도구에 접속하여 기
계적 시스템을 구축해본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물
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어려 종류의 기계 부품 오브젝트를 더 추가하
여 가능한 설계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참고문헌
[1] Henry T. Brown. 507 Mechanical movements:
Mechanisms and devices. 2012.
[2] Unity 3D physics references –
https://docs.unity3d.com/kr/current/Manual/Physics3DReferenc
e.html
[3] Building Mobile Application in Unity at
https://developer.oculus.com/documentation/unity/latest/concept
s/unity-build-android/
[4] Gear VR website –
http://www.samsung.com/sec/wearables/gear-vr-new-r323/

그림 3: 프로그램 내에서 설계한 기계적 시스템의 예시(왼쪽).
그것을 연결 그래프로 표현한 것(오른쪽).

3.4. 시뮬레이션 수행
모든 설계가 끝나면, 이 설계 정보들을 기반으로 3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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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natomy Education App for Holo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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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uk Univ. Dept. of Multimedia Engineering

요약
최근 Microsoft사에서 출시한 HoloLens는 사용자의 시
선과, 손동작, 음성인식을 이용하여 증강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이다. 사용자의 시선 방향과
손동작, 또는 음성인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입력을 받는
다. 또한 Spatial Mapping이라는 이름의 지형 인식 기
술을 이용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Microsoft사의 HoloLens를 이용하여 인체 모델
을 자유롭게 관찰하는 모듈을 구축하며, 다수의 이용자
가 같은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교육용 콘텐츠
‘Human Anatomy Explorer'를 개발한 내용을 포함한
다.

1. 서론
인체와 치아 모델을 2인 이상의 사용자가 홀로렌즈를
이용하여 증강현실 환경에서 관찰 및 학습하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모드
설정과 간단한 손동작 인식을 통해 모델의 회전, 위치,
크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추가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다.

2. 관련연구

3. 사용자 입력
3.1 HoloLens 입력 방식
Gaze: 사용자의 시선이 컴퓨터 마우스의 커서 역할을
한다. 눈동자를 인식하지 않고 카메라의 정면 방향으로
Ray를 쏘아 사용자가 바라보는 홀로그램을 인식한다.
사용자의 손을 인식하거나, 손동작 입력을 인식하면 커
서 아이콘을 바꾸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돕는다.
Gesture: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한다. 'Air Tap',
'Bloom', 'Tap and Hold' 세 종류가 있으며, 각각 마우
스 클릭, 스마트폰의 홈버튼, 마우스 드래그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Voice Command: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
Microsoft의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하며 지원되는 언어
는 영어이다. Dictionary 자료형을 이용하여 음성명령에
대한 키와 메소드를 저장하고, KeywordRecognizer가
특정 음성명령어를 인식하면 해당 메소드를 실행한다.
3.2 사용자 입력 처리 방법

2016년 6월,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와
Cleveland Clinic은 'Holo Anatomy' 라는 인체 해부학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했다[1]. 'Holo Anatomy'는 음성
안내에 따라 인체 해부학을 학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따라서 학습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어 사용자는 자유
로운 학습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Human
Anatomy Explorer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사용자의
자유로운 학습 경험을 보장하여 능동적으로 관찰과 학
습을 가능하게 한다.
Microsoft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모델 조작 방법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모델에 직육면체의 투명한 프레임을
씌워 꼭지점, 모서리, 표면을 바라보고 제스처를 취하여
크기, 회전, 위치를 조절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유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논문은 저자가 학부생이며 요약논문(Extended Abstract) 임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중심
대학지원사업(2016-0-00017)과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
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로운 변형이 불가능하고 조작을 위해 시선을 세밀하게
조절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조작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유니티의 광선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시선을 실시간으로
인지한다. ‘Gaze Manager‘ 객체를 정의하여, 카메라의
정면 방향으로 Ray를 쏘아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커서를 생성한다. 홀로렌즈가 사용자의 손을 감지하거
나, 손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인지하면 커서 아이콘을
바꾸어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바라보는 홀로그램 오브젝트를 실시간으
로 변수에 저장한다.
본 앱에서는 세 가지 조작 Drag, Rotate, Scale 에
대해 'Manipulation Gesture'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조작
할 수 있게 하였다. 세 가지 조작의 구분은 별도로 모드
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모드 간 변경은 음성인
식이나 UI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Gesture
Manager’ 객체를 정의하여 GestureRecognizer를 생성
하여 제스처 입력 시 실행할 메소드를 이벤트 처리 함
수로 등록하며 홀로그램 객체들은 이벤트핸들러 인터페
이스를 이용하여 메소드를 실행한다. 각 메소드들은 호
출 시 현재 사용자가 바라보는 물체가 해당 객체와 일
치하는지 판단하여, 일치할 경우 주어진 동작을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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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작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스처가 발생하는 손의
3차원 좌표값으로 제스처 시작 시 좌표를 기준으로 제
스쳐가 진행하는 동안의 변위를 계산하며 이를 이용하
여 각 모드에 따라 모델의 이동, 회전, 크기를 변경하거
나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

4. 프로그램 구조 설계
본 논문에서 개발된 앱은 HoloToolkit[3]와 Unity를 이
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1은 개발된 앱의 실행 화면을
나타낸다.

찰 할 수 있다. 유니티가 제공하는 UI 중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각 세부 모델에 대한 투명도 조절 기능을 제
공한다. 슬라이더를 배치하고, 투명도를 조절할 세부 모
델을 할당하여 슬라이더 값을 모델의 투명도 값에 반영
한다. 본 앱에 사용된 모델들은 Standard 쉐이더를 사
용하여, 투명하게 하려면 Rendering Mode를 바꿔주어
야 한다.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 쉐이더
스크립트를 참조한다. 슬라이더 값이 임계값 0.9보다 크
면 Opaque 모드로 설정하고, 작은 경우 Fade 모드로
설정한다. 그 후에, 바뀐 슬라이더 값을 해당 모델의 투
명도 값으로 지정한다. 인체모델의 경우 각 레이어 모델
하위에 여러 가지 쉐이더를 포함하므로 배열 자료구조
를 이용하여 해당 계층에 포함된 모든 쉐이더에 대해
투명도 조절 작업을 시행한다.

6. 지형 인식(Spatial Mapping)
홀로렌즈는 지형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사실적인
증강현실 체험이 가능하다[4]. 홀로렌즈가 인식한 지형
정보는 3차원 메쉬 형태로, 유니티의 31번 레이어로 저
장된다. 지형 인식으로 저장된 메쉬의 법선 벡터를 참조
하면 홀로그램을 실제 책상이나 바닥 위에 배치하거나,
벽에 걸 수도 있다. 본 앱에서는, 인체모델을 배치할 때
사용자 시선 방향으로 Raycast을 이용하여 지형 인식
메쉬를 감지하고, 감지된 지점에서의 법선벡터 값을 조
사하여 적절한 위치 보정을 통해 실제 지형을 반영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인체 모델 학습 화면.
4.1 관찰 모드(Whole Mode/Separate Mode)
모델 조작 시, 전체모델에 대해 조작을 시행하거나 세부
모델에 대해 조작을 시행할 수 있다. 즉, 인체 모델의
위치를 옮기거나, 크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Whole
Mode(W Mode)로 설정하고, 모델의 각 기관이나 특정
레이어(골격, 순환계 등)을 조작하려는 경우 Separate
Mode(S Mode)로 설정하여 조작한다. UI 버튼을 클릭
하거나 음성명령어를 통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Gaze Manager에서 Raycast를 하면 유니티의 Box
Collider 컴포넌트를 가진 물체를 인식하므로, 각 모드
가 설정되면 모드 별로 조작할 모델의 Box Collider를
활성/비활성화 한다.
4.2 조작 모드(Move, Rotate, Scale, Select)
앞서 언급한 대로 Manipulation Gesture를 통해 홀로그
램의 위치, 회전,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Move, Rotate, Scale 모드를 설정하여 하나의 모드만
활성화하여 물체를 조작한다. Select 모드는 별도의 모
드로 각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추가 컨텐츠로 확
장할 수 있는 모드이다. Select 모드 상태에서 홀로그램
모델을 ‘Air Tap’하면, 메뉴창이 생성되며, 메뉴창에 있
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
는 창이 생성되거나, 별도 홀로그램 모델 생성, 애니메
이션 실행 등의 추가 컨텐츠를 실행할 수 있다. 또는 메
뉴창을 닫는 버튼도 존재한다.

7. 홀로그램 공유(Shared Experience)
HoloToolkit의 Sharing을 이용하면 두 대 이상의 애플
리케이션 사용자가 같은 로컬 네트워크로 접속하면 모
델과 서로의 위치좌표를 공유할 수 있다[5]. 모델 조작
은 가장 먼저 앱을 실행하여 Session을 만든 클라이언
트에게 Master 권한을 부여하여 총괄한다. 같은 세션에
참가한 클라이언트들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주
고받는 메시지의 종류를 정의하고, 각 종류에 따른 이벤
트 처리 함수를 Dictionary 자료형을 이용하여 지정한
다.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서로의 좌표와, 카메라 회전각
을 공유하여 홀로렌즈 사용자들이 서로의 위치와 시선
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세션의 Master는 홀로그램의
정보(위치, 회전, 크기 등)와, 투명도 값을 다른 세션 참
가자들에게 전송하고, 참가자들은 이를 받아 자신의 홀
로그램에 적용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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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와 같은 뇌 질환 개
선을 위한 기존의 Bio-Feedback 콘텐츠들은 대부분
2D 화면상에서 단순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VR) 기술을 Bio-Feedback 콘
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VR 기술은 기
존의 뇌파 훈련용 콘텐츠의 단순함을 극복하고 현실세
계를 완전히 차폐하고 컨트롤러를 이용한 움직임을 추
가함으로써, 훈련 콘텐츠에 실험자의 몰입감을 증대시켜
효율적인 뇌파 훈련용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현실 헤드셋의 하나다. 이 헤드셋은 룸 스케일 기술을
활용하여 센서를 통해 방을 3차원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가상 현실을 통해 사용자가 자
연스럽게 탐험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으며 모션 추적
핸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물체를 조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HTC Vive와 Unity3D를 Steam VR
Plugin을 통하여 연동한 후,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였다.

1. 서론

Bio-Feedback 이란 본인의 생체신호(뇌파)를 실시간으
로 확인하여 부정적인 신호를 감지하여 비정상적인 신
호를 정상 범주 안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본 논
문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의 목적은 ADHD 증상을 보이
는 아동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입력 받아 집중력에 도움
이 되는 뇌파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뇌파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뇌파를 이용한 기존의
Bio-Feedback 콘텐츠들이 어떠한 동작도 없이 단순하
게 화면을 응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금의 움
직임이 뇌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신뢰
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를 이용하
여 뇌파 훈련을 실시하는 5분 가량의 시간 동안 사용자
들은 쉽게 지루함과 피로를 느끼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콘텐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VR 컨트롤러를
사용한다. 컨트롤러의 사용은 팔꿈치 아래의 움직임이
필요하며, 이것이 뇌파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2. Bio-Feedback과 콘텐츠
2.1. HTC Vive 와 Unity3D
HTC Vive는 HTC와 밸브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가상
* 포스터 발표논문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중심
대학지원사업(2016-0-00017)과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통신발전기금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본 논문은 저자가 학부생이며 요약논문(Extended Abstract) 임

2.2. Bio-Feedback의 개념과 목표

2.3. 훈련용 콘텐츠 설명
콘텐츠 대상자의 나이(6~10세)에 알맞게 배경을 아이의
방으로 꾸몄다(그림 10). 방의 색채는 주의집중력을 증
가 시킬 수 있는 뇌파를 이끌어 내기 위한 파란색 계열
과[1], 피험자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온화
한 이미지를 주로 배치했고[2], 콘텐츠의 BGM은 바이
노럴 비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뇌파의 유도를 더했다[3].
방의 정면과 오른쪽 창문에서 몬스터가 들어오고, 콘텐
츠 이용자는 오른쪽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마법으로 몬
스터를 피격하고, 피격된 몬스터는 다른 차원의 문으로
도망가게 된다. 몬스터는 주황색과 자주색이 있으며, 해
당 색에 알맞게 마법 봉을 바꾸어가며 피격한다. 몬스터
중 머리 위에 동그라미, 사각형, 삼각형 모양을 띄우고
있는 몬스터가 나타날 경우, 방안에 있는 캔버스에 해당
모양이 그려지게 된다. 사용자는 왼쪽 컨트롤러로 캔버
스에 그려진 모양을 따라 그리면 몬스터는 다른 차원으
로 도망간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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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다. (그림 4). 4가지 요소는 ADHD 진단 시스템에
사용된 기본변인 중 일부이다(표 1).

그림 1. 콘텐츠 배경.

그림 4. 콘텐츠 사용 후 결과 창.
표 1. ADHD 진단을 위한 기본 변인

변인

그림 2. 왼쪽 컨트롤러를 이용해 그림 그리기.

누락오류
2.3. 콘텐츠 내에서의 실시간 피드백

오경보 오류

집중 유도에 부정적인 뇌파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콘텐
츠 내의 전등에서 불빛이 점등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면 노란색 불빛을, 졸린 상태이면 붉은색 불빛이
점등된다(그림 3). 또한, 안정적인 뇌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을 경우 몬스터를 맞출 수 있는 빔이 나가도
록 마법봉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뇌파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

반응시간 평균
반응시간 편차

설명
검사대상자가 표적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
피검자가 비표적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
표적자극에 대해 정확하게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정확한 반응을 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의 표준편차.
반응의 비 일관성을 측정.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Bio-Feedback 콘텐츠에
VR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뇌파 훈련용
콘텐츠 제작 기술을 제시하였다. 시범 콘텐츠는 컨트롤
러를 이용한 동작의 추가와 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장점
을 갖는다. 이는 지루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
적인 피드백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Bio-Feedback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 사용자의 실시간 뇌파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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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wang Yeon-Sook, An Analysis of Youth EEG based on the
Emotional Color Scheme Images by Different Space of
Community Facilities, pp 174-177,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3.10.
[3] 이정은, (The) effect of synchronicity music meditation on
brain wave and psychological changes, pp 61-62,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142 -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17 학술대회 학술발표집

실시간 객체 트래킹을 위한 스펙테이터 뷰 시스템*
김종용°, 한승훈, 박상훈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khj8499,tmd37star,mshpark)@dongguk.edu

HoloLens Spectator View System for Real-Time Object Tracking
Jongyong Kim°, Seunghun Han, Sanghun Park
Department of Multimedia, Dongguk University

요약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홀로렌즈(Hololens)[1]를 착
용하고 혼합현실(mixed reality) 콘텐츠를 실행하는 경
우, 홀로렌즈 착용자를 제외한 누구도 구동중인 장면을
볼 수 없다. 착용자의 체험 장면을 미착용자들과 공유하
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카메라에 홀로렌즈를 부착한
스펙테이터 뷰(Spectator View)라 불리는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이 스펙테이터 뷰 시스템
에 서보모터(servo motor)로 구동되는 카메라 회전 장
치를 추가하여 체험자 또는 가상 객체를 실시간 자동
트래킹할 수 있는 확장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 고정 카메라 방향의 영상보다 역동적인
체험 장면을 생성할 수 있다.

2. 스펙테이터 뷰 트래킹 시스템
2.1 스펙테이터 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상세한 스펙테이터 뷰의 제작 방
법과 조립을 위한 부품, 3D 모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홀로렌즈와 카메라를 결합하기 위한 부품으로
3D 프린팅 출력을 한 것이다. 또한 홀로렌즈 콘텐츠 제
작을 지원하기 위해 게임엔진 Unity3d 기반의
SDK(Software
Development
Kit)인
홀로툴킷
(HoloToolkit)[3]을 제공한다.

1. 서론
대표적인 혼합현실 HMD(Head Mounted Display) 장치
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는 개발자 버전이 출시되어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되고 있다.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
조적 특성으로 인해 체험자가 체험중인 콘텐츠의 수행
장면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
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펙테
이터 뷰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극복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시스템은 카메라 위치와 방향이 고정적이기 때문
에 체험자가 위치를 이동하면 촬영자가 카메라의 방향
을 수동으로 돌려야만 기대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펙테이터 뷰에 추가적인 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적으로 카메라의 방향이 체험자를 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 개발에 대해 설명한다.
이 확장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체험자의 실시간 트래
킹을 통해 더욱 역동적인 콘텐츠 실행 장면을 생성할
수 있고, 홀로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관객들에게도 혼합
현실 콘텐츠의 구동 상황을 고화질 영상으로 캡처할 수
있다.
* 포스터 발표논문
* 이 논문은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
국전파진흥협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2016년도 정
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초연구사업임(NRF-2016R1D1A1B03931641).

그림 1: 3D 프린팅 출력 부품

2.2 시스템 구성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공개된 스펙테이터 뷰의 시
연 동영상을 보면 카메라와 홀로렌즈는 고정된 한 방향
만 바라보는 상태로 시연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소개
하는 시스템은 기존 스펙테이터 뷰에 홀로렌즈 착용자
나 가상 세계의 특정 객체를 추적할 수 있는 추가 기능
을 갖는다. 이를 이용해 객체를 동적으로 추적하여 관찰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 하드웨어 장
치는 그림 2와 같다. 기본 스펙테이터 뷰에 추가적으로
장착되는 장치는 카메라-홀로렌즈를 회전시킬 카메라
회전 시스템과 회전용 서보모터를 제어할 아두이노
(Arduino)이다. 본 논문의 트래킹 시스템에는 팬(pan)과
틸트(tilt)가 가능하도록 두 개의 서보모터가 내장된 회
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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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좌)아두이노 우노(Uno) (우)PT785-S 카메라 회전 장치

2.3 시스템 조립
카메라 회전 장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와
모터의 연결을 위한 회로도가 필요하다. 카메라 회전 장
치는 2개의 모터로 2개의 축을 회전하는데 각각의 모터
는 3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핀은 전력이 흐
르는 + 와 -, 그리고 각도 조절에 필요한 데이터 핀이
다. 그림 3의 좌측은 조립된 그림이고, 우측 그림은 회
로도로 외부 전원을 위한 +, - 선과 아두이노에서 각각
의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2개의 데이터 핀, 아두이노에
연결할 –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 대한 각도가 필요하다. 스펙테이터 뷰는 홀로렌즈 간
의 좌표계가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정확한 위치와 각도
를 계산할 수 있다. 홀로툴킷에서 제공하는 공간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홀로렌즈 간 공동의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카메라와 트래킹 할 객체 또는 홀로렌
즈를 착용한 체험자의 위치로부터 방향 벡터를 계산하
고 삼각함수를 이용해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이 각도는
카메라 회전 장치 구동을 제어하는 아두이노로 전달되
고, 이 각도를 기반으로 변환된 회전 수치를 이용해 두
개의 모터를 구동하여 카메라 방향을 실시간 변경하여
객체를 트래킹하게 된다. 그림 5은 체험자를 실시간 트
래킹 하고 있는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그림 5의 (상)은
홀로렌즈를 착용한 체험자 시점에서 트래킹 시스템을
촬영한 사진이고, (하)는 카메라가 촬영하는 제3자 시점
에서 가상의 구 객체의 움직임을 스펙테이터 뷰 시스템
이 실시간 트래킹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5: 실행 화면 ((상)체험자 시점의 뷰, (하)스펙테이터 뷰)

4. 결론
그림 3: (좌)최종 결합 이미지 (우)아두이노-카메라 회전 장치 회로도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했던 스펙테이터 뷰는
홀로렌즈 착용자의 콘텐츠 수행 장면을 고정된 위치와
방향으로만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고정된 화면만을 보여주는 것을 확장하여 트래킹 시스
템을 만들었다. 트래킹 시스템과 스펙테이터 뷰를 각각
사용해서 트래킹 시스템으로 콘텐츠를 수행하는 홀로렌
즈 착용자를 보여주는 영상과 스펙테이터 뷰로 전체의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영상을 관객들
에게 제공하여 더욱 많은 정보와 역동적인 체험 장면을
제공할 수 있다. 추후에는 트래킹 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확장시켜 패키지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3.4 트래킹 시스템

참고문헌
그림 4: 확장 스펙테이터 뷰 시스템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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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객체나 체험자를 자동으로 트래킹한다. 물체를 트래
킹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회전 장치가 회전할 2개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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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현실을 통한 심층 합성곱 신경망의 시각화*
안키타타운크0, 김민식, 정순기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ankita, mskim)@vr.knu.ac.kr, skjung@knu.ac.kr

Visualizing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using Augmented Reality
Ankita Taunk0, Min Sik Kim, Soon Ki Jung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kita, mskim)@vr.knu.ac.kr, skjung@knu.ac.kr

Abstract
Deep learning has produced tremendous results in
many applications like classification, segmentation,
object detection, etc. Visualization of intermediate
layers in deep learning will help to understand the
model better and in selecting a better parameter as
well as designing a better model in the future. We
introduce a way to visualize these layers using
Augmented Reality (AR) which will give better
perspective of the visualization. AR will allow the
user to interact with 3D objects (layers and
activation maps) which will give a detailed view of
each filters and their responses in the real world.

1. Introduction
Long been known as black boxes due to its
interaction between scads of non-linear parts and
size of the network, visualization of the intermediate
layers using augmented reality makes it possible to
not only visualize these layers but also to interact
with them. 3D visualization is more effective in
certain ways like the enhancement of the usability
and the experience by the user via visual clues, also
the research shows that learning through AR can be
recalled even after a week when compared with 2D
screen or video [1].

Even the novice programmer wi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is intermediate layers performs
and computes. Also for the expertise it will be help to
visualize the network effectively and to design better
model with much fitter parameters in the future.

2. Architecture
There are two parts in this architecture (Figure 1). In
the first part we comput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by applying forward pass and
performed backward pass to compute gradient to get
best set of weights which gives the high activation
[2]. In the second part we transfer this feature maps
to visualize them using AR (HoloLens here). We
created 3D objects like buttons for all the layers and
gestures were used to take actions and visualize the
whole layer feature map.

* Poster Presentatio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SW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for Supporting
Smart Life)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21A20131600005).

Figure 1: Visualizatio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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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one of the layers is clicked, this is sent as a
request from the client to the server, and the server
will check the position of the cursor in the x-y-z
plane, search for the file in that position and return
the requested image to the client (Figure 2).

Figure 2: Server-client framework

Users can also click on one particular feature map
and get a bigger picture of the activation map, where
4 different types of regularization have been tested.

eye balls, baby face, and texture region in this layer.
In layer 4, i.e. conv4 contents are getting more object
specific. Fully faced dog and human can be seen. In
layer 5, i.e. conv5 network is getting close to which
class it belongs to. Keyboard, text, faces and water
are learned although it’s not in the class of dataset, it
may be useful when categorizing other objects like
book shelf, ships and bathing suit. Visualization of all
the layers are shown in Figure 4. Regularization (to
penalize large values, blurring high frequency values
applied in an image, setting primary object value to
zero and keeping the pixels with large activation) [3]
were applied and their responses are shown using 4
different parameters, along with the input image in
the 3x3 boxes (Figure 5).

3. Results
In layer 1 that is convolution layer 1 (conv1), we see
a bunch of oriented edges and color blogs and color
edges at different frequencies and different
orientation.
(a) Example 1

(b) Example 2

Figure 5: Single activation map when clicked to visualize
among the other feature maps (filters). a. Single activation
e.g. from Layer 1, b. Single activation e.g. from Layer 2

4. Conclusion
Figure 3: Convolution layer 1(Conv1) filter

Figure 3 shows the 1st layer filter. In layer 2, i.e.
conv2 we see that some complex set of patterns gets
detected, better than the layer 1 detection.

Seeing is believing, and we know human eyes are
getting used to virtual world, since they can interact
with the objects in 3D world unlike in 2D screen, this
was a step toward that future, where exploring
DCNN would be user-friendly and interesting. In this
paper using HoloLens that supports to view the
virtual world, the layers shows us how network
classifies and recognizes the images and objects and
performs various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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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nvolution layer 2, 3, 4, 5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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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파노라마 단일 이미지 기반 VR 자유시점 관람 시스템*
김국호0, 김범기, 이하늬, 노준용
카이스트 비주얼미디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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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Independent Viewing System For Single Indoor Panoramic Image
Gukho Kim0, Bumki Kim, Hanui Lee, Junyong Noh
KAIST, Visual Media Lab.

그림 1 시스템 개요. 파노라마 단일 이미지(a)와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꼭짓점 정보(b)를 인풋으로 받아 3차원 정보를 복원한다(c).
복원된 점들을 이동된 시점에 맞추어 다시 렌더링(d)하여 최종 단계에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를 관람할 수 있다(e).

요약
VR 디스플레이 장비로 파노라마 영상을 관람할 때, 관
람 시점을 촬영된 위치로부터 이동하면 영상에 시각적
왜곡이 발생한다. 이는 공간의 기하정보를 기반으로 환
경을 재구성하여 렌더링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
만 단일 파노라마 색상 이미지만으로 공간의 기하정보
를 추정하고 복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실내에서 촬영된 파노라마 단일 이미지에서 사용자
로부터 꼭짓점을 입력 받아 3차원 기하 정보를 복원함
으로써 이동한 시점에서도 왜곡되지 않은 VR 콘텐츠
관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툴을 제공하고, 픽셀별 병렬화를 통해 연산의 효율을 높
였다. 본 논문의 결과물은 파노라마 단일 이미지를 왜곡
없이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서론
VR 디스플레이 장비의 성능이 발전하고 상용화되면서,
VR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효과적인 관람을 위한 시스템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VR 기기를 통해 360도 파
노라마를 관람할 때, 관람자의 움직임은 영상이 촬영된
위치에서의 회전으로 제한된다. 촬영된 영상을 보통 구
형 투영면 위에 투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시점 이동
시 이미지가 실제의 기하정보를 반영하며 변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영 구 중심에서 시점만 이동한 후
렌더링을 하면 이미지에 시각적 왜곡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촬영된 360도 파노라
마의 3차원 기하정보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
수 이미지를 활용해 기하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시
되었으나 단일 이미지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1]. 반면,
단일이미지에 한하여 기하 정보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그 인풋이 정육면체라는 한정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법
을 제시하였다[2]. 우리는 실내를 촬영한 다수의 파노
라마 이미지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
* 포스터 발표논문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
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6-000349, 대형 영상 상영관 기반 실감영상 및 상영시스템 개발)

고 있음에 착안하였다[3]. 1)천장과 바닥은 수평하다.
2)공간의 벽면은 모두 천장 및 바닥과 직교한다. 3)공간
속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직육면체 형태이다. 본 시스
템에는 영상이 공간의 중앙에서 촬영되었다는 가정을
추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과 객체를 구성하는 메쉬의 꼭짓점
을 이용해 3차원 환경 정보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점을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 관람
시스템을 제안한다. 현재 사용자의 입력으로 받고 있는
꼭짓점의 정보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하여 자동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
일 수 있다.

2.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에서는 먼저 인풋으로 파노라마 단일 이미지
에서 객체 및 배경을 이루는 꼭짓점을 사용자 입력으로
받는다.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촬영 장면의 3차원 메쉬
를 복원한 후, 관람 시점에 맞추어 메쉬를 이동하고 렌
더링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관람할
수 있는 파노라마 관람 시스템을 제공한다.
2.1. 사용자 꼭짓점 입력
파노라마 이미지 상에서 배경에 속하는 꼭짓점과 객체
에 속하는 꼭짓점을 각각 사용자 입력으로 받는다. 객
체에 가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배경의 꼭짓점을
입력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어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하였고, 직접 마우스로 입력함을 고려하여 ± 
픽셀 오차 이내에서 꼭짓점 좌표의 값을 보정하였다.
2.2. 3차원 기하정보 복원
파노라마 단일 이미지의 기하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먼저 꼭짓점들을 각 객체를 구성하는 그룹으로 나누고,
각 꼭짓점의 3차원 좌표 값을 복원하여 메쉬를 생성한
다. 본 시스템에서는 장면을 구성하는 모든 객체의 모서
리가 배경과 맞닿아 있는 수직 또는 수평의 선분이라고
가정하였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배경과 각 객체에
따라 꼭짓점을 구분하여 3차원 좌표 값을 추정한다.

- 147 -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17 학술대회 학술발표집

자의 실험 수행 시간 기록은 그림 3을 통해 볼 수 있으
며, 본 시스템과 Maya를 이용한 비교 실험의 각 단계별
시간 측정 결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
행 시간의 비교를 통해,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의
툴에 비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더 빠
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사용자 꼭짓점 입력 시간
Avg. time

그림 2 (a) 배경 꼭짓점의 깊이 값 계산, (b) 객체 꼭짓점의 깊이 값
계산, (c) 이동된 시점에서의 3차원 기하 정보 복원

cos


 cos 
sin
 
sin 


if  ∈



 if  ∈ 

렌더링

총 시간

본 시스템 비전문가 실험 90.0559 sec 0.0014 sec 0.7607sec 90.808 sec

기준이 될 한 꼭짓점  의 깊이 값  를  으로 두고,
이 점의 구면 좌표를        라 하자. 구하고자 하는
꼭짓점  의 거리 값  는  가 배경 꼭짓점 집합  에
속할 때 그림 2(a)와 같이 구하고, 객체 꼭짓점 집합
  ( : 객체 개수)에 속할 때 그림 2(b)와 같이 구한다.
 가 배경 꼭짓점일 때에는 원점에서 천장 혹은 바닥면
까지의 높이   cos   와  cos  가 같고,  가 객체
꼭짓점일 경우에는 깊이 값을 천장 또는 바닥면에 정사
영 시킨 선분의 길이가   sin   와  sin  로 같다.
따라서 아래 식(1)과 같이 거리  를 구할 수 있다.




 

사용자 입력 기하정보복원

(1)

Maya 전문가 실험

20m

10 sec

20.16 min

또한, Maya로 얻은 Ground Truth 이미지와의 픽셀별
차이(Mean squared error)를 측정한 결과 값으로 본
시스템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4에서 기존의 구
형 투영면을 이동해 얻은 렌더링 결과의 일부분을 투시
하여 보면, 본 시스템으로 기하정보를 복원하여 얻은 결
과물의 시각적 왜곡이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이미지 왜곡 측정 결과. (a)투영면을 이동시켜 얻은 부분 투시
이미지와 전체 파노라마 이미지. (b)본 시스템을 이용해 얻은 결과 이미지

관람시점  에서의 앞서 복원한 3차원 꼭짓점들을 새로
운 시점  ′ 에 대한 좌표로 이동시키고 메쉬를 생성한
다. 이 때 점  를 새로운 시점에 맞추어 이동한 벡터는
그림 2(c)와 같이 
′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렇게 시점 이동에 맞추어 변환된 꼭짓점들을 기준으로
배경과 객체를 이루는 삼각형 메쉬를 생성하여 파노라
마 이미지의 3차원 기하정보를 복원한다.
2.3. 렌더링
시점 이동 전 파노라마 이미지의 색상 정보를 다시 맵
핑하여 이동한 시점에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한다.
원래 시점  에서부터 점  로의 벡터를  , ′ 에서  로
의 벡터를 
′ 이라고 할 때 
′    
′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시점이 이동한 파노라마의 이미지의 좌표
′  ′ 을 위한 함수   ′  ′  →     를 통해 색상
정보의 매핑 행렬을 구하며, 이러한 과정을 픽셀별 병렬
화 방법으로 처리하여 연산 효율을 높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VR 기기를 통한 파노라마 관람 시, 시
점의 이동이 제한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의 꼭짓점 입력을 통해 실내 파노라
마 단일 이미지로부터 3차원 기하 정보를 복원하고 콘
텐츠를 왜곡 없이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실내의 직교하는 선분들로 이루어진 장
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파노라마 단일 이미지의 자유 시점 관람
이 완전한 정육각형의 가상 실내 환경에 국한되어 있었
다는 것[1]을 고려하면, 본 시스템은 기존 연구의 범위
를 넘어 간단한 실사 이미지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동
된 가상의 시점에서 자유롭게 입체 VR 관람이 가능하
다(그림 5). 또한 향후에는 엣지 검출이나 코너점 검출
등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꼭짓점을 추정하여
사용자 입력으로 처리하던 정보를 자동화시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결과

그림 5 실사 이미지를 본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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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ICT 계열에서 주목하는 VR 과 AR 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접근성을 위해 HMD(Head
mounted Display)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본 시스템의 AR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바로 그 집의 평수나 전월세 등과 같은 정보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의 VR 기능을 사용하여 그 집의
내부를 볼 수 있다. 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용자는 집을
구할 때 매번 건물 내부를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중개사를
항상 대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을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허위매물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현재 모바일 컴퓨팅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기술과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모바일
서비스와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CPU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인 부동산 서비스와 첨단기
술인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을 접목시킨다. 그러나 현
재 부동산 앱을 선도하는 ‘직방’과 ‘다방’ 에도 VR 기능이 있
다. 따라서 부동산 서비스와 VR 컨텐츠 그리고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을 접목시킨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VR 기술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한 3D 가상 공간
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기술이다. 이 VR 기술은
사용자가 가상공간에서 인체의 오감을 통해 몰입감을 느끼 며
실제로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현실감을 제공하게 해
주는 융합 기술이다[1].
한편 ‘포켓몬 GO’ 라는 게임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AR 은
카메라로 보이는 현실의 공간 속에 3 차원 가상 객체를 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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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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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정합 하는 기술로써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여
흥미와 몰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AR 은 실세계
와 가상세계를 결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두 세계를 상호작용
하는 기술이다[2].
VR/AR 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VR/AR 의 시장의 규모도 점
점 더 커지고 있다. IT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는 VR 기술을
2017 년을 이끌 ‘10 대 전략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하였
다. 그리고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 ‘디지캐피탈’ 에 따르면
AR 시장 규모가 올해 100 억달러(약 11 조 2300 억원)에서
2020 년 1200 억달러(약 134 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3]. 또한 앞서 언급했던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기존 PC 중심이었던 O2O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앱이 ‘앱 하나로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 는 장점을 부각시
키면서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인 부동산 서비스와 첨단
기술인 VR 그리고 AR 을 접목시켜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새로
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의 AR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길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바로 그 집
의 평수, 전월세 그리고 내부 등과 같은 정보들을 볼 수 있다.
본론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2. 본론
1)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VR 과
AR 이다. 그중 AR 이 핵심이다. AR 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한다. AR Marker Detection Technology
방식(이하 Marker 방식)과 AR Markerless Tracking
Technology 방식(이하 Markerless 방식)이다.
Markerless 인식 기술은 대표적으로 ‘포켓몬 GO’ 게임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포켓몬
GO’ 가 채택한 AR 기법은 바로 Markerless 방식이다.
Markerless 방식은 특별한 패턴 이 아닌 대상 자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강현실을 구현한다. 대상 인식은 이미지
형태, 오브젝트 형태 등으로 인식하여 증강 현실을 구현하게
된다. 인식 대상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문화유산 인식에
적절한 기술이다. 또한 콘텐츠 도달 시 이벤트 발생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콘텐츠 위치 도달 시 증강현실 화면으로
전환이 되며 실제 전시물을 카메라로 인식하여 콘텐츠를
진행한다[5][6].
한편 Marker 인식 기술은 주로 Marker 를 이용하여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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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를 추출하고 가상영상을 실제영상에 합성 시키는데 사용
된다. 마커(Marker)란, 컴퓨터 비전 기술로 인식하기 용이한
임의의 물체를 의미한다. 주로 검정색 바탕의 특이한 색상이
나 문양이다. 최근의 Marker 의 형태는 기하학적인 형태나 3
차원 객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QR 코드가 이 기술에 해당된다. 증강현실은 실제 영상과
가상의 그래픽을 접목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을 얻
기 위해서 가상 객체들을 화면에서 원하는 자리에 정확히 위
치시키기 위한 3 차원 좌표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Marker 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본
시스템에서는 도로명 주소판을 Marker 로 지정하였다.
도로명 주소판을 Marker 로 지정한 이유는 모든 부동산이
도로명 주소판을 각각 고유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Marker 방식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2) 설계

그림 1. 시스템 전체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로는 사용자, 단말, AWS Server, AWS Instance
그리고 Database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템 구조에서
AWS Server 와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정보 API 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띄울 때 신뢰성 높은 정보를 띄우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AR 기능 구성의 첫 번째로는, 사용자는 AR Marker
방식으로 주소 인식을 한다. 이 방식은 Vuforia 에서 제공하는
Database 에 도로명 주소판 이미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등록된 이미지를
비췄을 경우 정상 인식이 된다.
(Vuforia: qualcomm 에서 제작한 AR S/W Platform)
다음 그림은 Vuforia Database 에 저장된 이미지를
사용자가 인식을 시도하였을 때의 시스템 화면이다.

AR 기능 구성의 두 번째로는, 그림 2. 와 같이 사용자에게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GPS 의 좌표인 X 값과
Y 값을 이용한다. 본 시스템에서 GPS 의 좌표 X, Y 값을
이용하는 이유는 단말의 GPS 좌표값과 Marker 의 위치 정보
간의 오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터 인식의
정확성을 위하여 Marker 에 있는 텍스트를 Parsing 한다.
Marker 의 텍스트를 토큰(Token) 단위로 분류하고 이들을
구문 분석 트리로 재구성한다.
이로써 GPS 의 x 좌표와 y 좌표 그리고 텍스트 파싱
기법을 이용하여 AWS Server 에 있는 DB 에서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DB 에서 정보를
가져온 후 사용자에게 해당 부동산 정보를 출력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AR Marker Detection Technology 기반의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로 사용자는 매번 건물 내부를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중개사를 항상 대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용자의 시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VR/AR 기능으로 집을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허위매물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있는 VR/AR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기대하며
ICT 산업분야의 확장이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AR 의 이미지 Marker 방식을
채택했다. 추후 연구는 Marker 방식이 아닌 Markerless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즉,
이미지방식이 아니라 거리를 측정하고 Compass 센서를
이용하여 방향을 탐지한 후 GPS 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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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시스템의 Marker(주소판) 인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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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성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은 다양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현재 주를 이루고 있
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진을 찍은 뒤에 보정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스티커형식의 보정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들이다. 이러한 어플의 미흡한 점은 사진을 보정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반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 획일
화된 스티커로 자기 표현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얼굴인
식 기반의 개인화된 자동 보정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적
인 기술을 설명하고 구현하였다.

1. 서론
기존에 다양한 셀카 보정 앱이 존재하지만 개인 선호
에 맞게 사용자의 얼굴을 보정하기가 어렵다. SNOW,
B612 같은 실시간 보정 어플리케이션들은 스티커 형식
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얼굴 보정 기능을
제공한다. 포토 원더와 같은 후 보정 어플리케이션은 개
인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부위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
에 개인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각각의 사진마다 일일이
사용자가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해당 앱은 사용
자가 원하는 얼굴 부위와 조정 정도를 선택하여 개인화
된 셀카 보정 기능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 얼굴 인식
얼굴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의 얼굴을
학습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분을 회원가입 단계에서 실
시한다. 사용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 30장을 서버로 전
송하고 서버는 이것을 학습하여 모델을 생성한 뒤에, 사
진을 모두 삭제한다.
해당 기술은 CMU(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진행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Openface를 이용하였다.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받아서 얼굴
* 포스터 발표논문
* 학부생 주저자 논문임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2015-0-00908)

부분만
잘라낸다.
그
이후에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과 분류기법(Classification)을 이용하여 사용
자가 누구인지 예측한다[1].
이와 같은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한 궁극적인 목적은
2명 이상의 사람(회원)의 얼굴을 자동적으로 보정 해주
는데 있다. 카메라 한 프레임 내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경
우에,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람이 누구인
지 식별(Identification)하고, 그 사람에 맞는 보정 정보
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적용해줄 수 있다.

3. 랜드마크 추출
3.1 랜드마크 추출
사용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보정해주기 위해서는 실시
간으로 눈, 코, 입과 같은 얼굴의 부위(이하 랜드마크)를
찾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Dlib은
딥러닝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다. 얼굴인식 및
얼굴의 랜드마크 정보를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로
봇공학, 임베디드 장비, 모바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서 활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정면 얼굴이 담긴 영상이 입력되면 눈, 코,
입, 턱, 눈썹 등 68개 부위에 대한 X, Y좌표를 반환한다.
영상에서 사용자의 얼굴의 크기가 80x80이면서 정면을
향하고 있으면, 최대 4명까지 랜드마크 추출이 가능하
다.[2]
3.2 들로네 삼각분할(Delaunay Triangulation)
들로네 삼각분할기법 은 평면 위의 점들을 삼각형으
로 연결하여 공간을 분할할 때, 해당 삼각형들의 내각의
최소값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주는 알고리즘이다. 따라
서 삼각분할기법으로 나뉘어진 삼각형은 정삼각형에 가
까운 모양을 지니게 된다.[3]
위의 랜드마크 검출을 통해서 얻어진 점 68개와 이미
지 테두리의 점 8개, 총 76개의 점으로 들로네 삼각분
할기법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삼각형으로 나눈다. 이러한
삼각분할기법을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하는 이유
는 OpenGLES를 이용한 텍스쳐 매핑(Texture Mapping)
을 하기 위함이다. 텍스쳐 매핑에 관한 내용은 아래 렌
더링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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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설정하여 텍스쳐 매핑을 적용한 결과이다.

4. 렌더링
그래픽 렌더링의 기본 연산 중 하나는 평면에 텍스처
의 적용이다. OpenGL ES에서 기본적 텍스처 형태인 2D
텍스처는 이미지 데이터의 2차원 배열이다. 2D 텍스처
를 위한 텍스처 좌표들은 2D 좌표 (x, y)의 쌍으로 주어
진다. 텍스처 좌표는 범위가 0.0에서 1.0으로 정규화된
다.

그림 2 들로네 삼각분할 결과(왼쪽), 렌더링 결과(오른쪽)
그림 1 Texture Mapping 파이프라인

그림1은 앱에서 렌더링되는 파이프라인이다. 먼저, 텍
스처 객체를 생성하고 바인딩한 후에 카메라에서 촬영
된 이미지 데이터를 적재한다.
랜드마크 검출을 통해 얻은 좌표를 텍스처 좌표 범위
에 맞게 변환시키고, 눈과 턱에 해당하는 랜드마크의 좌
표를 사용자가 지정한 조정 값에 맞게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변형된 텍스처 좌표를 버텍스 입력
으로 버텍스 쉐이더에 전달한다. 버텍스 쉐이더의 출력
값인 버텍스 스트림은 Triangle Processing의 입력값이
되어 들로네 삼각분할기법에 맞게 내장 함수를 이용해
텍스처를 삼각형으로 나눈다. 그 뒤, 프래그먼트 쉐이더
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읽어 프래그먼트에 적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GLSurfaceView에 텍스처 매핑된 결과
값이 나타난다.

5. 보정 정도 설정 및 불러 오기
얼굴 인식 기반의 개인화된 보정을 적용해 주기 위해
서는 얼굴을 학습한 뒤에 사용자가 원하는 부위에 대한
보정 값을 설정해야한다. 가령, 눈의 크기를 조금 키우
고 싶은 사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막대
(bar)를 이용하여 0부터 100까지의 값을 설정할 수 있
다. 설정을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이 됨과 동시에
해당 값이 사용자의 id와 함께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된
다. 따라서, 얼굴 학습과 설정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모바일 어느 단말에서 어플을 실행하더라도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저장한 보정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적
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6. 결과
아래 사진은 앞서 언급한 랜드마크 추출, 들로네 삼각
분할, 렌더링의 결과를 보여준다. 총 76개의 점을 이용
하여 삼각 분할을 실시한다. 기존 삼각형의 위치에서 이
동할 삼각형의 위치를 설정해주면 모바일 GPU에서 텍
스쳐 매핑을 실시해준다. 아래 사진은 눈 부위에 해당하
는 정점(vertex)을 조금씩 이동시켜서 이동 시킬 삼각

테스트를 진행한 단말은 Samsung Galaxy A8(2015)
이다. 이미지 해상도는 720(너비)*1280(높이) 이미지를
카메라 프레임에서 받아와서 처리를 한다. 얼굴 인식의
경우에는 서버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때문
에 약 0.8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신 프레임 내에 있는
사용자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 얼
굴의 랜드마크 추출 약 50ms, 이미지 보정(텍스쳐 매핑)
은 약 60ms가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110ms 정도가 소요되고 계산하면 초당
9~11프레임(FPS) 정도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얼굴인식기반 자동 보정 어플리케이션
의 핵심 기능에 대하여 제안,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에 획일화된
보정이나, 불필요한 후(後)보정을 하지 않고도 실시간으
로 개인화된 보정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정 정
도의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느 단말에서 어
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도 사용자를 인식하여 자동적으
로 보정 해줄 수 있다.
기능적인 구현은 모두 완료되었지만 현재에는 눈과
턱의 크기 조절만 가능하게 되어있다. 조금 더 개인화된
보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모든 범위에 대한 보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정할 수 있는 얼굴
의 부위를 점차 늘려나가는 동시에 부위별로 자연스럽
게 보정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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