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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아이들이 인체의 장기 구조를 책과 마네킹 모형으로 학습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모니터

에 출력된 증강현실을 사용하여 현실감 있게 학습하는 프로젝트이다. 

1인칭 시점으로 구현이 된 프로젝트는 한 아이가 제작된 웨어러블을 입고 웹 캠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한다. 앞에 서면 모니터 속 자신의 상체에 움직이는 장기 모양이 보여, 

자신의 장기의 위치를 직접 눈으로 체험한다. 또한, 현재 자신의 체온과 심장박동 수를 실

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체험적 요소뿐만 아니라 병든 신체를 보여 줌으로써 건강 예

방 교육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옷을 입고 실시간으로 화면 속 자신의 신체구조 및 상황에 

따른 생체 리듬의 변화를 확인해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즐거운 교육 및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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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Wearable 

아두이노와 심장 심장박동센서(Pulse Sensor), 적외선 온도측정 센서(MLX90614), 터치센

서(전도성 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입은 측정자의 심장 박동, 체온을 측정하고 옷에 부착되

어 있는 천을 터치하게 되면 터치한 부분에 속하는 인체 장기의 설명이 컴퓨터 모니터의 

디스플레이에 출력된다. 컴퓨터와의 통신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아두이노 

보드와 각 센서들이 서로 작동하는지 검사하고 컴퓨터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

한다. 이후 각 센서들을 모아 한번에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옷에 어울리도록 설계한다. 

 

2.1.2  Image Processing 

이 프로젝트에선 카메라를 이용해 사용자가 입은 옷(정확히는 옷에 부착된 신체 장기 

모양의 스티커들)을 인식하기 위해 Open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object detection’ 기법

을 구현하는 방법을 택했다. 인식해야 하는 물체의 이미지들(옷에 부착될 스티커 이미지들)

을 미리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써 넣은 후, 어플리케이션은 카메라

로 들어오는 영상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읽어 들이며, 검출하고자 하는 스티커 이미지가 

카메라 영상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Object detection에 사용할 기법은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Descriptor로, 검출

하고자 하는 스티커 이미지와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에서 특징점(keypoint)들을 탐색한다. 

찾고자 하는 물체가 회전되어 있거나, 카메라에서 가까이 위치하거나 멀리 위치해도 검출

이 가능할 만한 특징점을 추출한다. 

특징점을 찾았다면, 그 주변의 픽셀들로부터 그라데이션(영상 처리에서 그라데이션이란, 

특정 픽셀과 그 주변 픽셀들 간의 미분 값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방향성을 의미하며, 주

로 arctan 등의 삼각함수를 통해 각도로서 표현되는 ‘기울기’ 이다.) 값을 여러 개 추출하

여 이를 일렬로 연결, 일종의 벡터 형태를 갖도록 하며, 이것이 바로 descript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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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자 하는 스티커 이미지들의 특징점들과 카메라로 입력된 영상의 특징점들로부

터 descriptor들이 얻어지면, 이제 이 descriptor들을 유클리디안 거리 등을 이용해 매칭한

다. 참고로, 유클리디안 거리는 다차원공간에서 두 좌표의 거리를 잴 때 사용하고 공식은 

이와 같다.  두 descriptor에서 유클리디안 거

리를 구했을 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두 특징점은 비슷하다’ 라는 결과를 내릴 수 있다. 

 

SURF의 예시 : 왼쪽은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오른쪽은 검출하고자 하는 영상. 특징점을 이용해 데

이터베이스의 이미지가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매칭한다. 

(출처 : http://www.mathworks.com/) 

 

매칭이 완료되면, 검출된 특징점들 중에서 비슷하다고 판단 되어진 몇몇 점들이 선정될 

것이다. 그 후에는 영역 검출을 위해 RANSAC을 구현한다. RANSAC은 매칭된 특징점 쌍

(pair)들 중,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수렴하는 영역을 감지하고, 동떨어진 쌍들을 

outlier로 간주하여 배제시키는 기법이다. OpenCV 내에서 homography 계열 함수를 이용

하면 최종적으로 매칭된 영역을 얻어내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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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AC 기법 :  데이터베이스 이미지가 Template, 카메라 영상 이미지가 Target에 해당한다고 

가정, RANSAC을 이용해 가장 매칭율이 높은 특징점 쌍들의 영역을 추출한다. 위 그림의 Target에

서, 영역 밖에 있는 초록색 점들은 outlier로 간주되어 버려지게 된다. 

(출처 : http://www.cc.gatech.edu/) 

 

SURF + RANSAC 사용 : RANSAC을 이용하여 ‘수렴 영역 변환 행렬’을 얻는다. 이 행렬을 원본 이

미지에 곱할 경우 나오는 좌표들로부터, 카메라 영상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이 매칭율이 높은가를 

확인 가능하다. 

(출처 : http://3.bp.blogspot.com/-bHYhBQm3FK8/UYNhYQctLfI/AAAAAAAAAZY/Z0tnmB3EH6k/s1600/img_matches.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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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법들을 이용해 스티커 이미지들을 카메라로부터 감지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어디에서 감지되었는지에 대한 4개의 좌표 값을 얻는 것이 영상 처리 부분의 가장 큰 목

표이다. 

 

2.1.3  Display 

디스플레이는 카메라(웹 캠)로 촬영된 실시간 영상을 증강현실로 보여 주는 것을 주 목

적으로 한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사용자의 상체가 검출된다면, 상체에 신체 장기 이

미지를 추가해서 모니터에 출력한다. 이때, Image sprites를 1초에 16프레임을 보여 주어,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으로 신체 내부를 볼 수 있다. 이로

써, 사용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옷에서 오는 심장박동과 온도 센서, 터치패드의 터치 유무의 정보를 사용해

서 사용자에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심장박동과 온도 센서는 사용자의 심장박동과 

체온을 측정해서 현재 사용자의 생체 리듬을 파악해서 전달해 준다. 그리고 옷에 부착된 

장기모양의 터치패드를 터치했다면, 터치한 장기의 상세정보를 화면에 출력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상체에 신체 장기 Image sprites를 1초에 16프레임 출력해서 생생

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고 옷에 부착된 센서들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생체리듬, 장기의 

상세 내용을 화면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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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Wearable 

Wearable에서 수행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두이노와 각 센서

를 연결하여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두이노와 컴퓨터 간 블루투스를 

통한 통신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도성이 있는 실을 이용해 전선 대신 

센서들이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아두이노와 심장박동센서(Pulse Sensor)가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심장박동센서 Pulse sensor) 

심장박동 센서와 아두이노의 연결을 5v, GND, A0 핀을 이용하여 연결했다. 심장박동센서

는 기본적으로 적외선이 발사되는 정도를 계산하여 심장 박동을 감지하고 감지된 횟수로 

BPM(분당 심장박동 횟수)을 구한다. 피부가 두꺼운 곳에서 측정하게 되면 BPM이 정확하

게 측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부가 비교적 얇거나 혈관이 잘 보이는 곳인 손가락, 귀, 손

목에 측정을 실시 하였다. 손가락과 귀에서는 비교적 측정값이 BPM 60~100으로 잘 나왔

지만 손목에 했을 경우 값이 정확하게 측정 되지 않았다. 코드는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

로 센서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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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적외선 온도센서(MLX90614)를 확인 했다. 

 (적외선 온도센서 MLX90614) 

기본적인 연결을 아래의 사진과 같이 연결했다. 심장 박동 센서 연결과 다른 점은 좀 

더 예민하게 측정값을 얻고 싶어서 저항 값을 10K옴으로 교체했다. 체온을 측정할 때 고

려했던 점은 적외선 온도 센서와 사용자의 거리 차이였다. 1cm이상 떨어지게 되면 측정 

값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자와 부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외선 온

도 측정 센서 역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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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와 센서 연결 모습) 

 

 

 

그 다음으로 터치센서인데 터치센서는 별도의 센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도성이 있는 

섬유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 하였다. 터치센서의 원리는 터치 했을 때의 정전기와 저항 값

의 변화 이용하는 것이다. 우선 두 개의 핀을 이용하여 정전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한

다. 이후 10k옴을 사이에 연결하여 정전기에 따른 저항 값을 얻도록 하였다. 이때 저항 값

을 작게 한다면 터치 할 때 생기는 정전기에 둔해지기 때문에 터치를 제대로 감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도성 섬유를 크게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주변의 정전기까지 감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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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 하기 때문에 섬유의 크기는 손바닥 반정도로 제작했다. 터치센서는 별다른 

센서를 구매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였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지 않고 저항 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CapacitiveSensor.h>추가하여 저항 값의 변화를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 했다. 

 

(터치센서 업로드 완료 및 터치센서 감지 수행 모습) 

 

그리고 컴퓨터와 아두이노간 블루투스 통신을 확인하였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HC-06

모듈을 이용하였다. 기본적으로 HC-06모듈은 통신에서 송,수신을 위한 RX, TX핀과 GND, 

5v핀에 연결 하였다. 아두이노 보드에 기본적인 블루투스 통신 코드를 업로드한 뒤 컴퓨

터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통신에 성공 하였다. 코드는 시리얼 통신으로 속도는 9600으

로 지정하였고 AT명령어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설정(블루투스 이름, PIN 번호)을 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들여다봤슈트 

팀 명 고구마와 김치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6-APR-06 

 

캡스톤 디자인 I Page 13 of 35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블루투스 설정을 위한 코드 업로딩 모습) 

 

 

(cap이라는 이름의 블루투스 검색 확인 및 9번포트에 블루투스 연결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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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옷과 전도성이 있는 실로 전선을 대체 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대체해야 

하는 이유는 센서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필요한데 이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불편해 지기 때문이다. 실을 사용하여 터치 센서의 작동을 확인한 결과 잘 동작하였지만 

실이 서로 닿게 되면 오류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아두이노와 모든 센서들을 연결하고 실이 전선을 대체 가능한지 확인) 

 

2.2.2  Image Processing 

OpenCV는 C / C++ / Java / Python 전용으로만 공개되어 있고, C#에서는 공식적인 지원

이 없다. 그러나 C#을 위한 몇몇 민간 라이브러리가 공개되어 있어, C# 환경의 OpenCV를 

구현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Emgu CV’의 경우 자체적으로 OpenCV를 비슷하게 구

현하여 개발한 C# 영상처리 라이브러리이며, ‘OpenCVSharp’는 C++ OpenCV의 dll(dll은 동

적 링크 라이브러리 dynamic-link library로써 내부에 다른 프로그램이 불러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가지고 있다)을 그대로 사용하여 C#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Wrapping 작

업만을 가한 Wrapper 라이브러리이다. 

본 프로젝트에선 OpenCVSharp를 사용했다. 아직 미 구현된 기능이 많긴 하나, Em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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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에 비교해 사용법이 간단하며, 코드의 문법 자체가 본래의 OpenCV와 가장 흡사하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는 C# 환경에서 OpenCVSharp를 이용해 웹 캠 영상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을 

테스트하였고, 2차적으로는 SURF를 이용해 이미지를 검출하는 코드를 구현했다. 

 

C# 환경의 OpenCVSharp에서 SURF + RANSAC을 이용해 이미지를 검출한다. 

 

본래 SURF를 이용해 영상처리를 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하나의 프로그램 

흐름 내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고자 한다면, 영상을 하나 읽을 때마다 매번 영역을 검출하

여 출력하느라 출력되는 영상의 프레임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만일 프레임이 

너무 낮아질 경우에는, ‘카메라 영상을 읽어 들여 출력하는 스레드’ 와, ‘영상을 받아 영역

을 검출하는 스레드’의 두 스레드를 병렬적으로 작동시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영상 프레

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의 영상은 항상 들어오는 대

로 사용자에게 출력되나, 영역 검출 스레드는 bool 변수의 값에 따라(영역 검출 중이라면 

true, 아니라면 false) 그때그때 하나만 수행되어, 주기적으로 영상의 영역 사각형을 업데이

트하는 정도에서 끝나므로, 사각형 영역 검출 속도는 빠르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카메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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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속도는 빠른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3차적으로는 이렇게 구현된 object detection을 좀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현재는 영역 검출이 다소 늦은 편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에서 그때그때 

물체를 검출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영역 검출 과정에서 GPU를 사용해 가속하는 방법을 

조사해 보았다. 본래 그래픽 출력용 low-level 차원에서만 쓰이던 GPU를 영상 처리 연산

에 동원시키는 것이다. 

 

연산에 GPU를 동원하는 GPGPU 기법 중 하나인 nVidia CUDA 

 

OpenCV에서도 nVidia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PC에 한해서 CUDA를 이용한 GPU 가속

을 지원한다. GPU를 동원하고자 한다면, GPU 연산에서 사용되는 함수나 자료구조가 모두 

다르므로, 코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3  Display 

Windows Forms로 디자인과 흐름을 갖는 디스플레이가 되기 위해서 틀과 프로세스를 

구성했다. 

우선 최종 디스플레이 디자인 구현은 체험용과 교육용으로 2가지 버전이 있고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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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용은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고 긴 글보다는 시각화 위주이다. 이 때 

이미지는 혐오스럽지 않으며 아이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아이가 옷을 터치하였을 

때 화면에 장기에 대한 이미지와 짧은 설명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교육 장기 노래가 나온다. 그러므로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오랫동안 이끌며 좋은 추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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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은 앞서본 체험용과 다르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병에 걸린 장기 이미지와 

교훈적인 글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들의 건강상태(질병, 흡연유무)에 따라 변화하는 장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기 노래를 들려주어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프로그램을 실행 하였을 때 나오는 첫 화면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EXPERIENCE 

버전과 건강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EDUCATION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2. 마우스를 각각 해당하는 버전에 올리면 가운데에 이미지가 변경되어 화면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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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그림은 EDUCATION 버전을 클릭했을 때의 초기 화면이고 아래 그림은 

EXPERIENCE 버전을 클릭했을 때의 초기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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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UCATION 버전에서 웨어러블 착용한 후, 웹 캠 앞에서 서면 착용자의 장기, 심장 박

동수 그리고 온도 정보다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온도는 사람의 정상체온인 36.5도 보다 1

도 이상 높으면 빨간 색으로 변하고 1도 이상 낮으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들여다봤슈트 

팀 명 고구마와 김치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6-APR-06 

 

캡스톤 디자인 I Page 21 of 35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5. EDUCATION 버전에서 웨어러블 착용자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장기의 부분에 터치센

서를 터치하게 되면 해당 장기의 그림이 위의 빨간 원처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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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PERIENCE 버전에서 웨어러블 착용자가 장기를 터치하면 담배나 흡연으로 인해 손상

된 장기를 보여주어 마치 현재 자신의 장기가 손상된 듯한 건강 교육 예방 효과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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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Wearable 

본래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아두이노 로미오 보드를 이용하여 컴

퓨터와 통신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 하기로 했던 아두이노 로미오 보드는 일반 

아두이노 우노 보드보다 크기가 더 크고 블루투스 소켓만 지원 하기 때문에 별도의 블루

투스 모듈(HC-06)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 로미오 보드와 우노 보드가 같은 모듈을 사용하

여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미오 보드에 추가적으로 모듈을 장착하여 사용

하게 되면 크기가 더 커지게 되어 의류 제작에 불편함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같은 모듈을 

사용하지만 크기를 좀더 줄 일수 있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아두이노 로미오>                              <아두이노 우노> 

 

3.1.2  Image Processing 

본래 C# 환경의 OpenCVSharp에서 GPU를 사용하는 연산을 수행하려 했으나, 배포중인

OpenCVSharp 라이브러리에서는 GPU를 사용하는 부분이 구현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GPU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C++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개발중인 어플리케이션이 

C# 환경 기반이므로, C++과 C#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C# 어플리케이션에서 

GPU 동원이 가능할 것이다. 

Windows 전용 OpenCV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은 후, CUDA를 설치한 후 OpenCV dll/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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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CMake를 사용해 GPU 가속이 지원되도록 재빌드한다. 그 후, 이렇게 만들어진 dll들

을 사용하여 C++ 환경에서의 GPU 가속을 이용할 수 있다. 그 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

쳤다. 

 

 GPU CUDA를 이용해 주어진 영상에서 물체를 검출하는 C++ 클래스를 만든 후, 이것을 

정적 클래스 .lib로 빌드한다. 

 C++ / CLI 를 이용해 위 lib 파일을 include시킨 후, C#과 C++을 연동시키도록, wrapper 

클래스를 만들어 위 C++ 클래스를 C# 문법으로 감싼다. 이것을 이제 .dll로 빌드시킨다. 

 C#에서 위 .lib와 .dll들을 모두 참조시키면 이제 wrapper 클래스를 통해 C++ 클래스를 

호출하여 함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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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유의할 점은, C#과 C++ 간의 매개변수 전달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이다. 두 코드는 사용하는 자료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서로 호환은 가능하다. 아래는 그 예

시이다. 

C# 자료구조 (managed) C++ 자료구조 (unmanaged) 

Int32 

Byte[] 

int 

char* 

 

구조체를 전달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포인터를 보낼 수 있겠지만, C++에

서 C#의 구조체를 받은 후엔 별도의 처리를 위해 바이트 단위의 자료구조를 모두 분석해

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OpenCV 환경에서 사용하는 Mat 구조체를 그대

로 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미지 영상을 하나의 바이트 배열로 전달하는 방법

을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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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내더라도 호환에 문제가 없으나, 다른 데이터 타입은 호환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사용하면, C#에서 카메라로부터 읽어 들인 영상을 C++로 보내면 

물체를 검출하여, 그 영역 좌표를 다시 C#로 전달받는 게 가능하다. 아래는 이를 통해 구

현한 예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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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된 GPU의 성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7배 정도 빠른 속도로 검출된다. 높은 성

능의 GPU를 장착했다면 스레드를 동원하지 않아도 매우 빠른 프레임으로 검출이 수행된

다. 이 C#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 첨부되어야 할 파일들은 아래와 같다. 

 OpenCVsharp 용 dll 

 OpenCV용 dll (CUDA 지원) 

 직접 만든, C++와 OpenCV를 이용한 물체 검출용 클래스 정적 라이브러리 (.lib) 

 직접 만든, C#, C++를 연동시키는 C++/CLI 클래스 동적 라이브러리 (.dll) 

 

3.1.3  Display 

프로젝트 처음에는 아이들이 신체 구조를 체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이들이 신체 구조를 체험하고 건강 예방교육도 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디스플레이 실행파일을 실행하면 아이들의 체험 또는 예

방교육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화면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면 내부

적으로 해당 버전으로 프로그램이 시작한다. 이때, 내부적으로 버전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

정해서 초기화 함수에서 어떤 내용으로 초기화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컨텐츠를 

추가할 경우에 버전 변수를 추가하고 초기화 함수에 내용과 이미지만 추가하면 쉽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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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Wearable 

전면에 장기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옷에 각 장기마다 터치센서(전도성 섬유)가 부착되어

있고 심장박동 측정 센서와 적외선 온도 측정 센서 역시 전도성 실을 이용하여 아두이노

와 연결 된다. 심장박동 

 측정 센서와 적외선 온도 측정 센서는 밴드형식으로 제작된다. 의류에 아두이노를 장

착하는 방법에는 우선 아두이노 보드는 상의에 달게 되면 무거워 옷이 쳐질 수 있으므로 

바지 허리 단에 채울 수 있도록 제작한다. 기본적으로 탈 부착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이 

용이하지만 다소 무게감이 느껴 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릴리패드 아두이노를 이용하는 방

법이다. 릴리패드는 웨어러블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아두이노 시리즈 중 하나이고 릴리패

드 메인 보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와 호환이 되고 블루투스 모듈을 추가적으로 장착하

면 컴퓨터와 무선 통신도 가능하다. 릴리패드 아두이노는 크기와 무게가 있는 일반적인 

아두이노 보드 보다는 의류를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덜하지만 릴리패드는 의류에 탈 부착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탁을 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위의 두 방법을 이용하여 좀더 효율

적이고 편리 하도록 의류를 제작해야 한다. 

 (릴리패드 아두이노) 

(자료 출처-http://mechasolution.com/shop/mai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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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Image Processing 

Image Processing에서 향후 추가할 것을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람의 상체 검출이다. 정

확히는 어깨부분을 검출하는 것이다. 증강현실을 이용해 화면에 신체의 장기 이미지를 띄

울 것인데, 이때 검출된 사람의 상체 폭에 맞도록 resize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비전에서 ‘사람’을 검출하는 것은 ‘얼굴 검출’과 ‘신체 형태 검출’의 다음 두 가지

로 분류가 된다. 

  

Haar detection : 사람의 얼굴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얼굴을 검출하는 기법을 말한다. 대체로 ‘영역’과 ‘영역’의 밝기 차를 핵심 내용으로 다루며, 사람

의 얼굴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부분의 밝기 차이(ex: 눈이나 코와 그 주변의 밝기 차)는 

공통적으로 있음을 여러 방향으로 예상하여 매칭시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http://docs.openc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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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에선 시연자가 입는 옷을 추출하고, 그 위에 증강 현실 이미지를 출력할 것

이므로 중요한 건 사람의 얼굴이 아닌 신체의 상체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사람의 신체’ 자체의 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pedestrian/people 

detection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술에 필요한 컴퓨터 비전 기술은 아래와 같다. 

 

HOG descriptor :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의 약자, SIFT/SURF/BRISK 등의 컴퓨터 비전 특

 

Pedestrian/people detection : ‘사람’의 신체를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다. 얼굴 검출의 경우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눈, 코, 입’ 등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으므로 그 점을 이용해 

전체적인 윤곽을 인식 가능하겠지만, 실제 사람의 전체 모습은 체형, 머리스타일 뿐 아니라 입은 

옷 등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대체적인 사람의 모양’을 이용해 인식하는 

기법이 pedestrian detection이다. 그 ‘사람의 모양’이란, 사람의 윤곽을 따라 형성되는 그라데이션

(즉, 픽셀 간의 기울기)에서 인식 가능한 정보이다. 

(출처 : http://www.svcl.ucsd.edu/, https://www.researchgate.net/) 

http://www.svcl.ucs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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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점/descriptor 추출 기술과는 달리, 이 기법은 영상 전체의 그라데이션을 모두 추출한다. 영상을 

여러 단계의 영역으로 분할 후, 한 영역 내에서의 각 픽셀 별 그라데이션의 각도를 추출 후, 그것

들을 모아 하나의 벡터를 만든다. 이를 반복하며 영상 전체의 모든 영역을 지나다니며 벡터를 이

어 붙여, 보통 SIFT/SURF에 비해 길이가 길 가능성이 큰 descriptor 벡터를 추출한다. 

(출처 : http://cs.brown.edu/, https://gilscvblog.files.wordpress.com/) 

 

SIFT/SURF/BRISK는 local descriptor로, 별도의 ‘의미 있는 특징점’을 찾는 알고리즘이 수

반되며, 특징점들을 찾은 후에는 그 특징점 주변의 픽셀들에 대해서만 그라데이션을 추출

하여 벡터 descriptor을 만든다. 이미지마다 의미 있는 특징점의 개수가 다를 수 있으니, 

이미지에 따라서 descriptor의 길이나 개수가 다를 수 있다. 

HOG는 global descriptor에 속하며, 특징점을 검색하지 않고 영상의 모든 부분을 이동하

며 각 부분에서의 그라데이션을 추출하여 벡터 descriptor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이미지에서 동일한 길이의 descriptor가 추출된다. 

두 descriptor가 어떤 식으로 차이를 보이는지는 아래와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두 그림의 경우, LOCAL은 매칭이 보다 쉽다. LOCAL은 두 개의 이미지 중,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 가장 부합하느냐를 찾으므로, ‘찾고자 하는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고 싶을 때’ 에 가장 적합하다. 

http://cs.brow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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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매칭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 두 그림의 전체적인 윤곽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꽃’ 과 ‘꽃밭’ 을 매칭시킬 때, LOCAL 매칭은 효과가 있으나 GLOBAL 매칭은 효과가 약하다. 

 

위의 경우, ‘사람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용하여, 사람을 최대한 한 많이 검출하려는 과정에선 

GLOBAL 매칭이 적절하다. LOCAL 매칭의 한계는 별도로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구상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물체만 검출해낸다’ 는 점이다. 사람의 형태는 옷이나 머리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의미 있

는 특징점을 찾을 수가 없고, 사람 모양의 윤곽만을 이용해야 하는데, LOCAL 특징점을 찾아서 수

행하기엔 힘들다. 의미 있는 특징점들 외에는 윤곽 정보를 추출하지조차 않기 때문이다. 그 뿐 아

니라, LOCAL 특징점의 특성 상 적은 개수의 특징점들끼리 매칭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픽셀의 윤곽 기울기가 비슷한 부분을 사람이라고 인식해버릴 위험도 있다. 

GLOBAL descriptor는 기본적으로 ‘영상 전체의 그라데이션’을 갖고 있으므로, 영상 내에서 어떠한 

윤곽 정보도 손실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주어진 사람 윤곽과 비슷한 부분(이는 유클리디안 거

리가 일정 임계점 미만이거나 등의 조건을 통해 적용 가능)을 다수 검출할 수 있다. 

 

향후 수행할 내용은, HOG와 같은 GLOBAL descriptor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사람의 형

태’를 검출하는 것이다. 검출이 이루어지면 어깨나 상체 등의 대략적인 비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스티커 이미지 영상 검출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병렬 실행되도록, 별개의 스레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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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작동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역시 GPU CUDA 가속을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정적 라이브러리와 동적 라이브러리를 C++로부터 추출하여 C#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시키는 것이 차후의 계획이다. 

 

4.1.3  Display 

수정사항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의 캠 화면 크기에 따른 화면 delay 문제를 해결할 계획

이다. 출력할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디스플레이 속 구성요소의 크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성 요소 중에서 캠 화면의 크기에 따른 화면 출력 문제를 발견했다. 15인치 모니터의 캠 

화면에서는 delay가 없이 출력되었던 반면, 24인치 모니터의 캠 화면은 0.3~0.5초의 delay

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사용자의 눈에 인식될 만큼의 delay라고 판단되어 해결할 계획이

다. 

두 번째로 옷을 통해 얻은 사용자의 생체 리듬과 터치센서의 터치 여부 정보를 디스플

레이에 시각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생체 리듬 정보는 심장박동과 온도 센서를 사용해서 

보여 줄 것이다. 삼장박동은 심장박동 센서의 값을 받아 심전계에 표시되는 그래프처럼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체온은 빨강, 초록, 파랑 색으로 최고, 정상, 최저를 나타낼 것이다. 

3가지의 색 사이에 20가지의 다른 농도의 색을 추가해서 사람의 온도를 세세하게 표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터치센서의 터치여부 정보를 사용해서 터치한 해당 장기의 자세한 내

용을 화면을 출력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증강현실을 여러 장의 Image sprites로 표현할 계획이다. 웹 캠 앞에 선 사용

자의 상체에 신체구조의 이미지를 출력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상체에 Image sprites를 1초

에 16프레임 출력해서 실제인듯한 신체구조를 표현할 것이다. 구현 기술로는, C#에서 제공

하는 AnimatedTexture 또는 ArrayList에 이미지를 모아 두고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방법 중 

더 현실감 있는 것을 사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체험과 예방 교육의 2가지 버전에 맞는 이미지와 내용을 준비할 

계획이다. 각각의 버전에 따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 맞게 

디스플레이의 구성요소를 다르게 구현할 것이다. 먼저, 아이들의 신체 구조 체험 디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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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귀여운 시각적 요소와 따라 부를 수 있는 건강 동요

와 같은 청각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신체 구조 

이미지는 혐오감을 주지 않게 캐릭터화 해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반면에, 예방교육 디스플레이는 건강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

을 많이 마시는 등의 행동이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보다 현실감 있는 신체 구조 이미

지를 사용하여 나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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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