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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이 발전하고 스마트 폰과 같이 이동성을 

갖는 카메라 기기가 많아지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현실 세계에 투영

하는 증강 현실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현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컴퓨터 그래픽을 보다 현실적으로 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통해 현실의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중에서 스마트 폰과 같은 하나의 카메라만을 사용하여 물

체 또는 공간을 인식하는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한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해가 무수하게 존재할 수 있어 수

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 속하며 많은 해 들 사이에서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의 수행 시간은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템플릿 기반의 물체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한 장의 카메라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며 더 범위를 

좁히기 위해 평면의 물체, 비 유연체, 강성 물체 등 몇 가지 제약을 

두어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템플릿 정보를 활용하여 검출할 물체의 최

대한 정확한 위치 및 상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

서 검출할 물체는 유연성을 갖는 강성 물체 또한 포함하며 추가로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 Motion Blur가 일어나게 되어 카메라에서 포

착되는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를 Second-order의 빠른 템플릿 비교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추가로 해당 시스템을 구현하고 

의미 있는 환경 변수 값을 실험적으로 도출하여 본 시스템의 실효

성을 알아본다. 

  

 

 

 

주요어 : 모션 블러, 표면 보정, 유연체 

학  번 : 201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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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배경 

 

근 몇 년간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 폰을 통한 

이동성을 갖는 카메라 매체가 많아지면서 컴퓨터 세상의 가상의 물

체를 카메라를 통해 비춘 현실 세계에 투영하는 증강 현실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중에 한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강체 물체에 대한 인식 및 추적을 위한 알고리즘들은 이미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 컴퓨터의 요구 성능이 낮고 좋은 성능을 보이는 알

고리즘들이 소개되어있으며[14][15][16]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상용

화되어 있다. 

이후 현실에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변형 가능한 물체 (유연체)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2][6][10] 이는 주로 옷이나 장식 등

의 텍스처를 가상으로 바꾸고 체험할 수 있는 기술에 응용하기 위

해 이용되기 시작했다[9][12]. 

옷 등의 유연체의 텍스처를 바꾸기 위해서는 물체의 인식이 정확

해야 한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및 크기로 표현 가능한 기존의 비 

유연체 인식과는 다르게, 변형 가능한 모든 부분의 세부적인 위치

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요구 조건이었다. 이러한 물체의 인

식을 위해서는 기존 비 유연체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공간적 가정들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학적 변수가 많아지게 

되며,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해를 찾는 반복적 수행 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계산 량을 요구하게 된다

[7]. 또한 3차원의 유연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자

기 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픽셀 단위의 정확한 인식이 필

요한데, 이로 인해 정합 연산은 물체의 인식을 오프라인 비디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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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가능한 정도의 수행 시간을 요구하게 되었다[12][17]. 

이 같은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차원 물체를 표현하

기 위한 변수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런 방법에는 물

체의 표면이 2차원의 전개도로 완전하게 펼쳐진다고 가정하여 2차

원의 전개도인 템플릿과 3차원 물체의 표면 사이의 차이를 곡면 변

환 모델에 대입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었다[6]. 

곡면 변환 모델은 그 기반을 베지어 곡선[18]에 두고 있다. 베지

어 곡선은 두 점 사이에 2개의 조절 점을 이용하여 가장 자연스러

운 곡선을 그리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개 이상의 점들의 집합에 대

해 충분한 개수의 조절 점을 제공하여 곡률의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곡선을 이을 수 있는 확장 성을 장점으로 하는 모델이다. 

곡면 변환 모델은 베지어 곡선 수식을 확장하여 3차원의 유한 표면 

모델을 만들고 각 면들을 이루는 선들의 조절 점들의 위치를 이동

하여 목표로 하는 물체에 최대한 근접한 매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18]. 

곡면 변환 모델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는데 기존에 픽셀 

단위로 템플릿과 물체의 곡면을 정합하던 방법에서 훨씬 적은 한정

된 개수의 조절 점을 이용하여 곡면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강체를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던 특징점 기반

의 인식 알고리즘을 조금 변환하여 물체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수의 조절 점과 그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어느 정도

의 질적 손실을 맞바꾸어 보다 빠른 성능의 인식 알고리즘을 구현

할 수 있게 하였다[19]. 

특징점 기반의 인식 알고리즘의 도입은 상당한 성능 향상을 가져

왔지만 픽셀 정합 방법에 비해 매우 적은 정보량을 이용한 계산은 

빠른 움직임을 보이거나 빛의 밝기가 불안정한 화면에서 기존의 견

고함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17]. 특히 빠른 움직임

을 보이는 물체를 카메라로 촬영 시 발생하는 Motion Blur 효과는 

Motion의 속도에 비례하여 검출되는 특징점의 개수를 크게 낮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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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적은 수의 특징점으로 인해 곡면 계산에 상당한 불이익을 발

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20]. 또한 부족한 인식 결과의 품질을 

보정하기 위한 픽셀 단위의 연산 역시 상당한 양의 계산 량을 요구

하는 단점이 있다[17]. 

 

1.2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유연체의 인식을 위해 특징점에 기반한 곡면 변환 

모델을 이용하고 빠른 연산을 목표로 하며, 움직이는 촬영 물체로 

인한 Motion Blur 현상에도 강건하고 속도에 큰 불이익이 없는 픽

셀 단위의 추적 알고리즘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식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한다. 

픽셀 단위의 추적 알고리즘에는 실시간 템플릿 추적 알고리즘인 

ESM[21]에서 Motion Blur 효과에 보다 강건하도록 발전시킨 ESM-

Blur[5]를 사용한다. 

곡면 변환 모델은 추적 알고리즘에서 추가로 소요하는 수행 시간

을 보정하기 위해 더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며 기존의 알고

리즘의 정확도에 부합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설정 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서는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논문구성 

 

1장 (서론)에서는 물체 인식에 대한 소개와 유연체 인식에 대한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목표를 설명한다. 

2장 (관련 연구)에서는 유연체 인식에 대한 기존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고 왜 특징점 기반의 인식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는지 설명한

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성능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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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적합성에 대하여 논한다. 

3-1장 (유연체 인식 시스템의 구조)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각 부분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논한다. 

4-1장 (환경 변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사용

할 최적의 환경 인자 값들을 찾는다. 

4-2장 (실험 결과)에서는 구현한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과 물체 

인식 품질을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5장 (결론 및 향후 과제)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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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연구 

 

2.1 유연체 인식 알고리즘 

 

유연체는 비 유연체와 달리 모양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계산 모델의 변수가 많아지게 되어 기존의 변형 없는 강

체 인식 알고리즘들이 강체의 자세, 위치 등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

하는 효율적인 가정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커다란 계산 량

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까지 연구된 방법들 중, 한 대의 카

메라를 사용하여 유연체를 인식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크게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 접근법으로 사람의 얼굴처럼 

변형 방법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간단한 모델을 통해 

물체를 픽셀 단위로 정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높은 품

질의 초기 설정 값을 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당히 성공적

으로 정합을 수행할 수 있어 유행한 방법이다[22][23]. 다만 이 방

법은 필연적으로 많은 수의 국소 최저치를 가지게 되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된 접근법으로는 물리적 

성질에 기반한 것과 학습 기반의 접근법 등이 연구되었다[24]. 

물체에 생긴 그림자를 이용해 표면을 계산하는 접근법도 소개되

었고[25] 그림자 생성 모델을 달리하는 많은 변형들이 연구되었다

[26][27][28][29][30]. 이 방법들을 이용한 결과물들의 품질은 좋

았지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문제점과 그림자를 계산하기 위한 

픽셀 단위의 연산이 많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최근의 동향은 주로 특징점 기반의 접근법으로 물체의 템플릿 이

미지를 기반으로 현재 카메라에 나타난 물체와의 차이를 모델로 기

술하는 접근이 주로 사용된다. 이 접근은 물체의 표면을 표현하는 

모든 픽셀들을 추적할 필요 없이 템플릿 이미지와 카메라 이미지 

사이 적당한 개수의 픽셀 간의 정합과 두 이미지 사이의 변환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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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곡면 함수의 조절 점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하

다[4]는 것을 이용하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매칭된 특징점들의 

관계를 통해 곡면을 설명하는 곡률 변환 모델이다[31]. 모델이 가

지는 곡면의 성격에 따라 그림 2.1과 같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모델들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한다. 

 

 

 

 

그림 2.1 곡면 모델의 성격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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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Feature-Driven Thin-Plate Spline (TPS) Warps 

 

TPS는 K개의 조절 점을 이용하여 A 공간의 속한 어떤 점 x를 B공

간으로 사상하는 함수 f(x) 이며 아래의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19]. 

 

f(x) = ∑ 𝑐𝑖𝜑(‖𝑥 − 𝑤𝑖‖)

𝐾

𝑖=1

 

 

여기서 w는 K개의 조절 점, ‖∙‖은 Euclidean norm, c는 사상 상수, 

𝜑은 Gaussian Kernel이다. 

[19]는 TPS를 특징점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수정하기 위해 현재 

이미지에서 검출된 특징점 𝑎𝑘를 아래의 관계식을 통해 조절 점 𝑐𝑘

로 사용하였다[32]. 

 

𝑤𝑇(𝑐𝑘; 𝑝) = 𝑎𝑘 , ∀𝑘 ∈ {1, … , 𝑙} 

 

TPS 변환을 실제 사용할 때에는 행렬식으로 변환하여 Jacobian 

수식을 가우스-뉴턴 등의 반복적 수행 법으로 풀 수 있다. 

그림 2.2는 평면으로 주어진 템플릿을 이미지 매칭 결과를 토대

로 TPS를 이용하여 표면을 사상한 뒤에 그려낸 모습이다[7]. 

 

 

그림 2.2 TPS를 이용한 표면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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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The Feature-Driven Free-Form Deformation (FFD) 

 

FFD는 B-Spline을 확장한 다형식 함수이며 TPS와 마찬가지로 유

연체의 표면을 찾는 문제를 풀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함수로 아래

의 형태를 가진다[33]. 

 

𝑤𝐹(𝑥; 𝑝) = ∑ 𝑝𝑖𝑁𝑖(𝑥)

𝑚

𝑖=1

⋯ (2.1) 

 

여기서 𝑝𝑖는 가중치, 𝑁𝑖은 Uniform Cubic B-Spline이다. 

 

TPS와 FFD는 서로 동일한 표현력을 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상호변

환이 가능하기 때문에[19]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1.3 2-D Surface Meshes 

 

위에서 나열한 변환 함수들은 비교적 계산 량이 많아 실시간 유

연체 추적에 적합하지 않다[17]. 여기서 [6]은 위 3차원을 설명하

는 변환 모델과는 다르게 2차원의 표면으로 계산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성능 향상을 모색하였다. 2차원의 매시는 무게중심 점

을 중심으로 6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아래의 사상 함수를 사용한다. 

 

𝑇𝑆(𝑝) = ∑ 𝐵𝑖(𝑝) [
𝑥𝑖

𝑦𝑖
]

3

𝑖=1

⋯ (2.2) 

 

𝐵𝑖는 이미지 상의 점 𝑝에 대한 무게중심 점의 좌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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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상함수와 몇 개의 에너지 함수를 이용하여 큰 변환과 불빛, 

그리고 움직임으로 인한 Motion Blur에 강건하며 2.3GHz의 PC에서 

10FPS 의 성능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2차원 매시를 사용함에 따라 

자기 가림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림 2.3의 좌측은 6각형 형태의 2차원 매시들이 이룰 수 있는 

형태들의 예를 나타내며, 우측은 이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이미지

에 사상시킨 결과 화면이다[6]. 

 

 

  

그림 2.3 2차원 표면 모델의 예와 구동 화면 

 

 

 

2.2 특징점 기반 인식에서 Motion Blur에 대한 문제 

 

Motion Blur는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의 속도를 카메라의 조리개

가 따라가지 못하여 물체의 상이 이전에 맺힌 상과 겹쳐 보이는 현

상이다. Motion Blur가 특히 특징점 기반의 이미지 매칭에서 문제되

는 것은 Motion Blur의 정도에 따라 화면에서 검출 가능한 특징점

의 개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비 유연체 인식에서

만 사용 가능한 특징점 사이의 공간적 연관성을 이용할 수 없는 유

연체 인식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Motion Blur로 인한 불이익

은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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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특징점들이 누락되어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Motion Blur의 강

도에 따라 결국 상당수의 특징점이 누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

다. [34][35]는 현재 카메라와 강체의 상대속도를 이용하여 Motion 

Blur가 포함된 현재 이미지를 복구하는 방법을 소개했지만, 이 방

법은 측정한 상대속도의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으며 

유연체는 각 부분 마다 동일한 물리 함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1]은 현재 화면 영역의 Motion Blur의 양과 방향을 추측하는 방

법으로 Motion Blur를 해결하였지만 Gaussian Blur로 인한 세부적

인 정보의 누락과 요구 계산 량이 높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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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빠르게 움직이는 유연체 인식 시스템 

 

본 장에서는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유연체의 인식을 위한 시스템

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본 뒤 유연체의 인식, 추적 및 인식을 위

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3.1 유연체 인식 시스템의 구조 

 

빠른 모션에 대응하는 유연체 인식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

림 3.1과 같다. 동작 시나리오의 순서대로 각 부분을 살펴보면,  

1) 미리 정의된 템플릿 이미지와 현재 카메라를 통해 전달된 이

미지 사이의 특징점 매칭을 특징점 인식기 (Feature Detector)

에서 수행하게 된다.  

2) 위 단계에서 추출된 특징점(Feature)들을 이용하여 3차원 표

면 인식 (3D Surface Registration) 모듈에서 가장 적합한 곡

면 변환 함수 (Warp function)을 생성해 낸다.  

3) 여기서 추출된 변환 함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표면 계산에 

사용된 특징점들의 품질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특징점 필터링 

(Remove Outlier)을 수행하고,  

4) 필터링 된 결과를 이용해 다시 표면을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

한다.  

5) 이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특징점들은 추후 Motion Blur

로 인해 충분한 개수의 특징점들이 추출되지 못했을 경우 잠

재적인 특징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값으로 사용된다.  

6) 마지막으로 표면 계산이 끝난 결과를 화면에 적절하게 출력하

는 출력 모듈 (Drawing Results)을 호출하게 되고 위 과정을 

매 프레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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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유연체 인식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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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Template Patches 

 

Template Patches이라 이름 붙여진 이 데이터는 Motion Blur에 대

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항목이다. 이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서는 본 시스템이 Motion Blur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

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특징점 기반의 인식 시스템에서 Motion Blur로 인해 가장 큰 피

해는 것은 다수의 특징점들이 누락된다는 사실이다[8]. 특징점 검

출 알고리즘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Motion Blur에 강인하다고 알려

진 것들도 있지만 이 역시 강도 높은 Motion Blur에서는 약한 모습

을 보인다[20]. 결국 특징점 감소에 따른 정보의 손실은 3차원 표

면 계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결과물의 품질 하락으로 이

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Motion Blur로 인해 누락된 특징점들은 템플

릿 기반의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재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5][13]. 가장 보편적인 구현 방법으로는 그림 3.2와 같이 원본 템

플릿 이미지를 이용하여 미리 Motion Blur에 특화된 여러 장의 템

플릿 조각들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3]. 첫 번째로 원

본 템플릿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추출한 이미지 위치를 기억하고 같

은 위치에서 적당한 크기의 샘플 조각을 복사한다. 이 샘플에 다양

한 인자를 주고 Motion Blur 모델을 적용시켜 여러 강도로 Motion 

Blur화 된 이미지 조각들을 얻을 수 있다. Motion Blur 모델에 사용

하는 인자 값에는 Motion Blur를 적용할 방향 (0~π) 과 강도 

(distance)가 있다. 이 과정을 Motion Blur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며 

이 작업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Motion Blur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이미지 조각을 사용하게 되면서 한 

번에 템플릿 매칭을 수행해야 할 이미지의 수가 많아지고 이는 알

고리즘의 동작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속도에 대

한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데이터 구조 및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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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로 인해 사용

할 수 있는 이미지 조각의 한계가 생기게 되어 대응 가능한 Motion 

Blur 강도의 범위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ESM알고리즘에 직접 Motion Blur 대응을 추가하는 방

법[5]을 이용할 것이다. 

 

 

 

그림 3.2 Motion Blur를 미리 적용한 이미지 조각 

 

 

 

3.1.2 Feature Detector 

 

특징점을 추출하고 특징점 사이의 매칭을 수행하는 모듈로 전체

적인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수행 시

간을 염두에 둔다면 이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SIFT[14]는 굉장히 높은 매칭 성공률을 보여주는 특징점 매칭 알

고리즘이다. 다수의 유연체 인식에 관한 논문에서 높은 품질을 보

이기 위해 특징점 매칭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SIFT는 성능이 뛰어난 대신 필요한 계산 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시간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Surf[15]는 SIFT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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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SIFT의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고 약간의 매칭 품질을 희생하

면서 속도 면에서 매우 큰 발전을 이룬 알고리즘이다. 일반 데스크 

탑 성능에서는 Surf로도 실시간에 가까운 매칭 속도를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3차원 표면 계산을 위한 시간과 Motion Blur에 대응

하기 위한 템플릿 매칭을 수행하는 본 시스템에는 보다 가벼운 성

능의 매칭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36]은 기존의 SIFT를 수정하여 모바일 폰 에서도 사용할 수 있

을 정도의 성능과 적절한 매칭 결과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소개했

다. SIFT를 각 모듈 별로 나누고 다음의 항목 등을 손보았다.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DOG (Difference of 

Gaussian) 모듈을 FAST[37]로 교체하였다. DOG는 관심점들을 추출

하는 알고리즘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Gaussian Blur 함수를 이용하

여 다양한 크기의 피라미드 이미지들로 나눈 뒤 서로 근접하는 피

라미드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여 입력 받은 이미지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점을 찾는 방법이다[14]. 그림 3.3과 같이 이 방법은 

상당한 양의 계산 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

이 가장 길다. 그림 3.4와 같이 한 픽셀 당 16개의 점 만을 검사하

는 FAST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게 되면 계산 량에 있어 큰 이득을 가

져올 수 있다[38]. 추가로, FAST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DOG의 모서리를 배제하고 방울 형태의 특징점을 찾는 특성을 잃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20] FAST의 모퉁이를 찾는 알고리즘과 더불어 

이에 대한 보정으로 SIFT에서 수행하는 Outlier removal 과정이 함

께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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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IFT 알고리즘의 DOG 

 

 

그림 3.4 FAST 알고리즘의 계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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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정 사항으로는 SIFT 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해 참조하는 픽

셀 윈도우의 크기를 줄이고 기술자의 정밀도를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까지 낮추는 등의 작업이 있다. 이 작업을 통해 

SIFT의 기술자를 추출하는 시간과 매칭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SIFT의 수정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속도에 이득을 얻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매치 성능

의 하락은 3D 표면 계산에 Outlier removal 단계와 ESM-Blur 단계

에서 보완이 가능하다. 

그림 3.5는 지금까지 설명한 SIFT 알고리즘의 수정 본이 수행시

간의 큰 단축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특히 관심점 추

출 시간이 이전에 비해 2%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매칭 점을 그리는 

임시 함수의 수행시간을 제외하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1/3 수

준으로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FAST 알고리즘은 SIFT의 관심점 추출 알고리즘 보다 

훨씬 많은 수의 관심점들을 추출하는데, 기술자 및 매칭 시간은 관

심점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는 적절한 매

칭 품질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치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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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본 SIFT와 최적화 된 SIFT의 수행시간 비교 

 

 

3.1.3 3D Surface Registration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실시간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여주

면서 적당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TPS나 FFD는 뛰

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강성 유연체뿐만 아니라 비 강성 유연체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지지만 실시간 프로그램에서 사용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결과를 보여준다[19]. 이 상황에서 매우 빠

른 속도로 2차원의 점들을 3차원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

되었다[10]. 평면 상의 템플릿이 어떠한 변환 함수를 거쳐 3차원 

표면의 점들로 변환되는 과정을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물체의 표면이 탄성이 없는 강체라고 가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템플릿으로 대표되는 

평면상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물체의 표면이 곡률을 가

지고 부드럽게 휘어진다는 가정을 더하게 되면 그림 3.6과 같이 두 

점 사이의 변환 함수에 맞는 수치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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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두 점 사이의 곡률 변환 

 

 

그림 3.7 네 점을 이용한 평면 보정  



20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림 3.7처럼 4개의 점을 가지고 서로 대각선

의 위치한 두 개의 점들에 대하여 위의 작업을 반복할 때 4개의 점 

사이 평면에 대한 곡률은 짧은 시간 안에 최적의 수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10] 

 

위에서 설명한 아이디어를 통해 실제로 값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카메라 모델 P = [𝑀|𝑝4] 를 정의하면 𝑀을 3 × 3 행렬, 𝑝4

를 3 × 1로 놓을 수 있다. 여기서 카메라의 중심 위치를 원점 𝐶라고 

정의하게 되면 𝐶 = −𝑀−1𝑝4의 수식이 성립하고 아래 그림에서 카메

라 𝐶부터 점 𝑞𝑖
𝐿 (3차원 상의 위치)까지의 벡터 𝑣𝑖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𝑣𝑖 =
𝑀−1𝑞𝑖

−𝐿

‖𝑀−1𝑞𝑖
−𝐿‖

 

 

또한 아래의 수식이 성립하고, 

 

𝑄𝑖(𝑢𝑖) = 𝑢𝑖𝑣𝑖 + 𝐶 = 𝑢𝑖𝑣𝑖 

 

위에서 설명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관계식에 대입하여 아

래의 템플릿에서의 두 점 사이의 부등식을 얻게 된다. 

 

‖�̂�𝑖 − �̂�𝑗‖ = 𝑑𝑔𝑒𝑜(𝑞𝑖
𝐿 , 𝑞𝑗

𝐿) = 𝑑𝑖𝑗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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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카메라 C와 두 점 사이의 관계도 

 

 

그림 3.8과 같이 정의하여 3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수식을 다

시 만들어보면, 

 

𝑄𝑖 = (
𝑢𝑖

0
0

) , 𝑄𝑗 = (

𝑢𝑗 cos(𝑎𝑖𝑗)

𝑢𝑖 sin(𝑎𝑖𝑗)

0

) ⋯ (3.2) 

𝑢𝑗(𝑢𝑖) = 𝑢𝑖 cos(𝑎𝑖𝑗) ± √𝑑𝑖𝑗
2 − 𝑢𝑖

2𝑠𝑖𝑛2(𝑎𝑖𝑗) 

𝑢𝑖 ≤ √
𝑑𝑖𝑗

2

𝑠𝑖𝑛2(𝑎𝑖𝑗)
 

 

가 되며, 아래 최소 상한 값 �̆�𝑖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최적의 

�̆�𝑖를 찾는 것이 그림 3.9이고, 새롭게 구해진 값을 이용하여 반복적

으로 그림 3.10의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원하는 결과 값을 찾아낼 

수 있다. (i*은 고정) 

 

�̆�𝑖 = �̆�𝑖𝑖∗ = min
𝑗=1..𝑛,𝑗≠𝑖

(
𝑑𝑖𝑗

sin (𝑎𝑖𝑗)
)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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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반복을 통한 두 점의 3차원 위치의 보정 

 

 

그림 3.10 3차원 위치 보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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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위에서 구한 최소 상한 값들을 이용해서 점의 3차원 

깊이 정보를 갖는 변수 �̆�는 아래의 수식으로 구하게 된다[10]. 

 

�̃� = argmin
𝜇

∑((�̃�𝑖(𝑡) − 𝜇𝑖(𝑡))
2

+ 𝛾(𝜇𝑖(𝑡) − 𝜇𝑖(𝑡 − 1))
2

𝑛

𝑖=1

+ 𝜂(‖𝑄𝑖 − 𝑄𝑖∗‖ − 𝑑𝑖𝑖∗)2) ⋯ (3.4) 

 

이렇게 구한 깊이 값을 이용하여 특징점들을 이용한 3차원 표면 

모델을 그림 3.1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10]. 

 

 

그림 3.11 특징점을 이용한 3차원 표면 보정 

 

 

3.1.4 Outlier Removal 

 

유연체 인식의 경우 물체의 모양이 변할 수 있어 RANSAC 등의 알

고리즘을 통해 특징점의 강건함을 높일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3차원 표면을 계산할 때 특징점이 잘못 매치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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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는 특징점 기반의 이미지 인식에서 현재 구해진 곡률 

변화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카메라 이미지에서 검출된 특징점 들을 

템플릿의 평면으로 변환하고 점들의 중심점의 위치 차이를 누적하

여 에러검출 함수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7]. 특징점들 만

의 계산으로 에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으

며, 에러가 발견되면 발견된 특징점을 버리고 다시 곡률 변환 함수

를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결과물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Outlier 제거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3차

원 표면 계산 시 에러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다. 

 

 

 

 

 

 

그림 3.12 공간적 특성을 이용한 Outlier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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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SM Blurred Patch Tracker 

 

ESM (Efficient Second-order Minimization) 은 기존의 템플릿 매

칭 방법들의 약점인 속도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다[21]. ESM이 사용하는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은 사실상 템플릿 추

적 알고리즘의 성격으로, 현재의 Homography 변환 매트릭스를 주어

진 인자를 이용하여 다른 Homography 매트릭스를 도출하는 수식을 

Jacobian과 결합하여 현재 화면에 나타난 템플릿을 다음 이미지의 

위치로 이동하는 가장 최적의 Homography 변환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Jacobian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사용자가 원하

는 매칭 품질과 소요되는 수행 시간을 각각 매칭 정확도와 알고리

즘 반복 회수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으며, 특성 상 2차 미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ESM은 여기서 더 나아가 불필요한 헤시안 매트릭스를 생략하고 

그림 3.13과 같이 수렴 율을 높여 성능상의 이점을 볼 수 있도록 

한 알고리즘이다[21]. 

ESM은 그림 3.14와 같은 단순 흐린 이미지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

지만, 움직임으로 인한 Motion Blur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5][21]. 

 

 

그림 3.13 Newton method와 ESM의 수렴 율 비교 



26 

 

 

그림 3.14 ESM이 크기 변화 및 Blur에 강인함을 보이는 예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Motion Blur의 해결을 위해 Blur에 트레

이닝 된 이미지 조각을 늘리는 방법은 그 조각이 많아짐에 따라 시

스템이 느려지고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Blur의 강도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ESM의 수식을 수정하여 Motion 

Blur에 강건한 모델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ESM-Blur는 

이미지 변환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기존 ESM에 효과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 가이드를 소개하고 있다[5]. 

 

 

⋯ (3.5) 

 

ESM-Blur는 수식 3.5의 기존 템플릿 비교 모델을 변형하여 수식

3.6과 같이 조리개의 시간 및 모션에 대한 모델을 정의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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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t0과 t1은 각각 카메라 조리개가 열린 시간과 닫힌 시간을 뜻하

고 t를 통해 물체의 움직임을 모델링 한다. 

 

위 모델을 기존 ESM의 J 행렬과 같이 최적화 한 최종 수식은 아

래와 같다[5]. 

 

⋯ (3.7) 

 

ESM-Blur는 위 모델을 이용하여 Motion Blur화 된 템플릿을 추적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추적한 Motion Blur의 양을 계산하였고 그림 

3.15의 결과를 보여주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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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ESM-Blur의 수행 결과 

 

 

본 시스템에서는 ESM-Blur를 다음의 시나리오 대로 사용하여 

Motion Blur로 인한 다수의 특징점 누락 현상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1) 템플릿 이미지에서 특징점들을 검출한다. 

2) 검출된 각각의 특징점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일정한 크기의 이

미지 조각들을 정의하고 Template Patches라 명명한다. 

3) 표면 보정을 위한 특징점 검출 직후 마다 검출된 특징점의 개

수를 한계 수치와 비교하여 일정 수 이하가 되면 다음의 과정

을 수행하고, 충분한 개수가 검출되면 곧바로 표면 보정 알고

리즘을 수행한다. 

4) 이전 프레임에서 검출된 특징점들 중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

대로 일정 개수의 점들을 선택하고, 이 점들 중에서 현재 프

레임에서 검출되지 않은 점들을 골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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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라낸 점들의 이전 위치를 기준으로 일정한 영역 안에서 

ESM-Blur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위치를 특정

한다. 이 때 픽셀 에러 율을 통해 위치 추적이 성공리에 이루

어졌다고 여겨지는 점들만을 이용한다. 

6) ESM-Blur를 통해 추적된 특징점들의 위치를 1)에서 추출한 점

들과 합쳐 표면 보정 알고리즘을 호출한다. 

 

매칭에 사용하는 템플릿 크기가 작아지고 Motion Blur로 인한 에

러가 누적되면 픽셀 에러도 같이 상승할 수 있고, 이는 다시 표면 

계산의 오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템플릿 매칭 이후 Outlier 

Removal 과정을 통해 잘못 매칭된 특징점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

법으로 이것을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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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 내용 및 결과 

 

4.1 환경 변수 

 

 

4.1.1 특징점 검출 개수와 최적의 Threshold 

 

다음은 본 시스템에서 구현한 3차원 표면 계산 알고리즘에 최적

의 특징점 검출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결과 그래프이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fast implementation 항목이 우리가 구현한 특징점 

기반의 표면 계산 알고리즘이며 point optimization 항목은 그 비교 

군으로 선택된 픽셀 단위의 표면 계산 알고리즘이다. 계산에 참여

하는 특징점 개수가 늘어날수록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며 약 

150여개부터 변화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징점 개수

가 많을수록 요구하는 계산 량이 크게 많아지기 때문에 성능을 위

해서는 최소한의 매치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39]. 

매치에 참여하는 초기 관심점의 개수는 관심점을 추출하는 FAST 

알고리즘의 threshold 값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50~65 사이의 값이 

적당한 개수의 관심점을 검출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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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특징점 개수에 따른 표면 보정 정확도의 변화 

 

 

 

그림 4.2 템플릿에서 Threshold에 따른 관심점 검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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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4.2.1 물체의 Motion Blur 정도에 따른 관심점 개수의 변화 비교 

 

 

 
그림 4.3 Motion Blur 거리에 따른 관심점 개수 

 

 

위 그림 4.3은 고정된 물체에 대하여 임의의 Motion Blur를 주고 

관심점을 추출하여 그 개수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x축은 Motion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며 y축은 해당 거리에 대한 Blur를 적용했을 때 

추출된 관심점의 개수이다. (a) 의 경우 Blur로 인하여 추출되는 관

심점의 개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프레임 당 약 1 센티미터 

정도의 거리로 인한 Blur에도 앞에서 살펴본 적절한 수의 관심점들

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는 ESM-Blur를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기존 프레임에서 추출한 관심점 각각에서 track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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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성공한 관심점들을 포함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약간의 

움직임에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며, 최대 프레임 당 약 30 센티미

터의 빠른 움직임에도 표면 보정 알고리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의 개수인 400여개의 관심점들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찾아낸 관심점들에 대하여 표면 보정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계산된 Average pixel error를 나타낸 것이 표 4.1이다. ESM-

Blur를 적용하지 않고 물체에 움직임을 주었을 때, 프레임 당 약 1 

센티미터 정도의 움직임까지 점차 정합 error가 증가하였으며 프레

임 당 1.4 센티미터 이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표면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에 반해 ESM-Blur

를 통해 관심점들을 복구한 경우 낮은 error를 보이며 더 큰 

Motion Blur 거리에 대해서도 보정 알고리즘이 잘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표 4.1 Motion Blur 거리에 따른 표면 보정 정확도 

 

 

 

 

  

Motion Size (cm) 0.0 0.3 0.7 1.0 1.4

Pixel Error <2 3.04 3.73 3.88 NaN

Pixel Error(ESM)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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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향후 과

제를 통해서 어떠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5.1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연체의 3차원 표면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방법들 

중에 실시간으로 수행이 가능한 특징점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살펴

보고 특징점 기반의 알고리즘의 취약점 중 하나인 Motion Blur가 있

는 환경에서도 강건한 인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템플릿 기반의 

이미지 매칭과 특징점 기반의 매칭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특징점 기반의 알고리즘 본래의 성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알고리즘들을 추가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품질 상

의 불이익을 조율하여 최대한 빠른 성능을 낼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유연체가 형태 변화에 민감한 탓에 빠른 움직임을 보여 Motion 

Blur에 약한 특성이 있었는데 특정한 3차원 표면 계산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알고리즘과의 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2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은 연산을 최소화 하고자 3차원 표

면 계산 알고리즘에 탄성을 0으로 가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옷이나 깃발 등의 실제 Motion Blur의 보완이 보다 필요한 

물체들이 완전하게 계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TPS나 FFD등을 최적화한 알고리즘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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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performance and portability 

like a smartphone with a camera brings computer graphics projected 

onto the real world, and augmented reality has been active in the 

field of research. As a result, many studies are proceeded to project 

computer graphics onto our space by calculating relational position 

and direction from a camera. There is an approach to calculate the 

space using single camera. However, one camera cannot fulfill 

variables of calculation, and those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by 

secondary camera, previous frame of continuous video, or template 

image. For the reason of performance, they reduce variables again, 

by assume some constants such as rigid object, plane object, or etc. 

In this paper, we studied to state recognition posture of the object 

which can be deformable. In addition, deformable object usually 

moves and it occurs motion-blur, and blurred frame occurs huge 

degradation of responsibility. We also studied second-order 

template tracking enhances the registration quality better. 

 

Keyword : motion blur, surface registration, defor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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