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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가상현실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현실과 동일한 경험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신

3차원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의 손을 통한 정보에 의해 사용자에 근접한 신체 모델로 변형시키고, 이 변형된

모델에 피부 이미지를 선정 및 적용하여 사용자 일치형 3차원 모델을 생성시키고, 이 생성된 사용자 일치형 3차원 모델에

대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가시화시키기 위해 가변형 폴리곤 메쉬 구조로 제어하여, 사용자가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가상

현실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여 현실과 동일한 상호작용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에게 가상현실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즐기는 현재의 가상현실 시스템

의 단점을 극복하여, 사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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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신체 치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전신 3차원 기본 모델을 생성

하는 전신 3차원 기본 모델 생성부;

영상 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획득한 사용자의 손 이미지를 통해 손의 치수 정보 및 피부색 정보를 획득하는 사용자 손 영상

획득부;

상기 손 영상 획득부에 의해 획득한 손의 치수 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신체 각 부분의 치수를 추정하여 상기 생성된 전신 3

차원 기본 모델을 재조정하는 사용자 일치형 신체 모델 변형부;

상기 손 영상 획득부에 의해 획득한 사용자 손의 피부색 정보를 통해 피부 이미지를 상기 사용자 일치형 신체 모델 변형부

에 의해 재조정된 3차원 모델에 적용하는 피부 이미지 선정 및 적용부; 및

실시간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장치와 상기 피부 이미지 선정 및 적용부에 의한 3차원 모델을 연

동시키기 위한 사용자 추적 정보 연동 및 동기화를 수행하는 실시간 동작 동기화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신 3차원 기본 모델 생성부는 전신 구조를 정의하는 뼈 모델과 외형을 정의하는 폴리곤매쉬

(polygon mesh) 모델을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

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획득 장치는,

조명 조건을 유지시키는 조명장치, 손을 촬영하는 영상 획득용 카메라, 및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프로그램의 운용 및 데이

터 처리를 위한 처리용 컴퓨터와의 통신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일치형 신체 모델 변형부는 어깨 이하 손 부분에 일치도 향상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 이미지 선정 및 적용부는 미리 마련된 피부 이미지를 제공받기 위해 피부 이미지 데이터베이

스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

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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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 이미지 선정 및 적용부로부터 생성된 외형 폴리곤 매쉬 데이터를 OBJ형식으로, 피부 이미지

를 JPG형식으로 각각 저장하는 사용자 일치형 모델 출력 및 저장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

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실시간 동작 동기화부는 사용자의 손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을 3축 위치값과 3축 자세 기울기값으

로 이루어진 6자유도로 추적하는 장치와의 연동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

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청구항 8.

신체 치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전신 3차원 기본 모델 생성부

에서 전신 3차원 기본 모델을 생성함과 아울러, 영상 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획득한 사용자의 손 이미지를 이용해 사용자

손 영상 획득부에서 손의 치수 정보 및 피부색 정보를 획득하는 1 단계;

상기 사용자 손 영상 획득부에서 획득한 손의 치수 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전신 3차원 기본 모델 생성부에서 생성된

전신 3차원 기본 모델에 대해 사용자 일치형 신체 모델 변형부에서 신체 각 부분의 치수를 추정하여 재조정하는 2 단계;

피부이미지 선정 및 적용부에서 상기 사용자 손 영상 획득부에서 획득한 사용자 손의 피부색 정보를 상기 사용자 일치형

신체 모델 변형부에서 재조정된 3차원 모델의 피부 이미지에 적용하는 3 단계;

상기 3 단계에 의해 피부 이미지가 적용된 3차원 모델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장치와

연동시키기 위한 사용자 추적 정보 연동 및 동기화를 수행하는 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1 단계에서 상기 전신 3차원 기본 모델은 전신 구조를 정의하는 뼈 모델과 외형을 정의하는 폴리곤

매쉬(polygon mesh) 모델을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

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1 단계에서 특정 배경색을 바탕으로 하여 크로마키잉 기법을 포함하는 색상 연상 방법을 이용하여

피부색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

어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1 단계에서 사용자의 손 이미지에 대해 살색이 나타나는 최대, 최소 위치값을 찾아서 길이값으로

변환하는 이미지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중지 손가락 끝에 이르는 거리와 손바닥 사이의 거리를 포함한 손의 치수 정

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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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2 단계에서 손의 치수 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어깨 이하 손 부분에 일치도 향상에 포인트를 부여하

여 모델을 재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3 단계는 사용자의 손 영상 이미지의 색상 정보를 주요인으로 하고, 사용자의 성별과 나이를 부요

인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도가 높은 이미지를 검색하여 피부색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3 단계 이후에, 피부 이미지 선정 및 적용부로부터 생성된 외형 폴리곤 매쉬 데이터를 OBJ형식으

로, 피부 이미지를 JPG형식으로 각각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 8 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손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을 3축 위치값과 3축 자세 기울기값으로 이루어진 6자유도로 추적하

는 장치와의 연동을 통해 상기 3차원 모델의 신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 8 항 내지 제 15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되거나 변형된 3차원 모델에 대해 손가락의 각 관절을 포함한

신체 각 부분에 대한 관절의 각도 변화 및 이에 대응한 피부의 변형을 가시화를 위해 실시간 가변형 폴리곤 매쉬 기법을 이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상현실 시스템을 위한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가상현실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현실과 동일한 경험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

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상현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주요 장점 중 하나가, 사용자에게 현실 상황과 일치도가 높은 가상의 경

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상의 가상현실 시스템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되는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의 사용자,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현재 산업계의 생산 시스템은 갈수록 짧아지는 제품의 수명 주기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품종 소

량 생산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제품의 기획, 디자인, 설계, 생산, 마케팅, 그리고 사후 관리로 구성된 제품의 수명 주기

(product lifecycle) 시스템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 기업은 CAD(Computer Aided Design) 등의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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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설계작업 디지털화, 통합 동시 설계 및 공장 자동화 제어부를 연동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기획에서 시장까지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생산 과정에 도입된 컴퓨터 시스템(예; CAD, CAM, CAE)은 문서와 수작

업으로 관리되던 기존의 데이터를 디지털화시켜서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기반 시스템은 2차원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가시화와 데스크탑 컴퓨터 기반의 단순한 상호작용으

로, 실제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직접 상호작용 기반의 시나리오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빠르고 간

편한 방법으로 가상현실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여, 현실과 동일한 상호작용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신 3차원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의 손을 통한 정보에 의해 사용자와 근접한 신체 모델로 변형시키고, 이 변

형된 모델에 피부 이미지를 선정 및 적용하여 사용자 일치형 3차원 모델을 생성시키고, 이 생성된 사용자 일치형 3차원 모

델에 대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가시화시키기 위해 가변형 폴리곤 메쉬 구조로 제어하는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

제어 장치는, 그룹화 된 사용자들의 신체 치수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 값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전신 3차원 기본 모델을 생성하는 모듈; 영상 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의 손 부

분으로부터 신체 치수 정보와 피부 이미지 정보를 획득하는 모듈; 앞 단계에서 획득된 현재 사용자의 손 부분 치수 정보를

입력 값으로 나머지 주요 신체 부분의 치수 값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와 일치도가 높게 앞 단계에

서 생성된 기본 전신 모듈의 세부 신체 부분의 치수를 재조정하는 모듈; 현재 사용자와의 일치도를 높이고 3차원 신체 모

델에 대한 피부 텍스쳐의 자동 반영을 위한 피부 텍스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및 현재 사용자 피부 이미지와 일치된 피부

텍스쳐맵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선정하는 모듈; 앞 단계에서 생성된 사용자 중심형 3차원 모델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가시화

시키기 위한 가변형 폴리곤 메쉬 구조 제어 모듈; 재 활용 및 타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앞의 일련의 과정

을 통해서 생성된 사용자 중심형 3차원 상호작용 인체 모델의 저장 모듈; 및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호작용을 위해

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장치와 연동하기 위한 사용자 추적 정보 연동 및 동기화 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방법은, (a) 신체 치수 정

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전신 3차원 기본 모델 생성부에서 전신 3

차원 기본 모델을 생성함과 아울러, 영상 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획득한 사용자의 손 이미지를 통해 사용자 손 영상 획득부

에서 손의 치수 정보 및 피부색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b) 손의 치수 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사용자 일치형 신체 모델 변형

부에서 상기 전신 3차원 기본 모델에 대해 신체 각 부분의 치수를 추정하여 재조정하는 단계; (c) 상기 사용자 손의 피부색

정보를 통해 피부 이미지 선정 및 적용부에서 피부 이미지를 재조정된 3차원 모델에 적용하는 단계; 및 (d) 실시간 상호작

용을 위해 사용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장치와 연동시키기 위한 사용자 추적 정보 연동 및 동기화를 실시간 동작 동기화

부에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도면에 부여된 참조부호는 3차원 인체 모델을 생성 및 제어하는 과

정을 도시한 단계(Step)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특히, 장치에 부여된 참조부호는 3차원 인체 모델을 생성 및 제어하는 과정

을 도시한 단계(Step)도 포함한다.

A. 전신 3차원 기본 모델 생성부

본 발명은 그룹화 된 사용자들의 신체 치수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 값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전신 3차원 기본 모델을 변형 및 생성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와 일치도가 높은 가상 인체 모

델을 간편하고 빠른 과정을 거쳐서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기본적인 3차원 인체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사용자에 적

합하도록 변형한다. 도 1의 100 단계, 110 단계, 120 단계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신 구조를 정의하는 뼈모델과 외

형을 정의하는 폴리곤매쉬(polygon mesh; 다각형 집합) 모델을 기본 데이터로 사용한다.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 자신이 사

용할 모델의 성별과 나이를 선정한다. 도 1의 110 단계는 도 2의 내용과 같이 “표준 체형 인체 치수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수치값(예; 한국인의 표준 체형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공)을 기준으로, 기본 모델의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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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분에 대한 수치를 조정(scaling; 치수 변형 작업)한다. 도 2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3차원 인체 모델(3D polygon

mesh model with texture skin map)을 정의 및 생성하고(예; BVH형식), 그 모델의 수치를 변형하는 상세 기술은 해당 분

야(예;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의 일반적인 기술이므로 상세 설명은 생략한다.

B. 사용자 손 영상 획득부

영상 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의 손 부분으로부터 신체 치수 정보와 피부 이미지 정보를 획득한다. 도 3은 도 1의

200 단계, 210 단계, 220 단계의 실시 예를 든 것으로, 사용자의 손으로부터 영상 정보와 치수 정보(손의 길이(Hand_

Length) 및 너비(Hand_Breadth))를 입력하는 과정이다. 사용자의 손 영상 이미지를 획득하는 장치는 도 3의 좌측과 같이

일정한 조명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명장치와, 영상 획득용 카메라(예; 110만화소 USB카메라), 그리고 영상 정보를 획득

하는 프로그램의 운용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처리용 컴퓨터와의 통신을 위한 수단(예; USB방식)을 구비한다. 사용자가 도

3의 중앙 하단의 사진과 같이 자신의 손 등 및 손 바닥의 영상을 입력하면, 도 3의 우측과 같이 현재 촬영된 사용자의 손 부

분 영상 이미지가 획득 및 저장된다. 사용자의 손 부분의 영상 이미지를 명확하게 획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본 장치에

서는 배경을 일정한 색상(예; 파란색)으로 처리하여, 색상 연산 방법(크로마키잉 기법)을 사용하여 살색의 피부 정보만을

분리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도 3의 우측하단과 같이 사용자의 손목에서 중지 손가락 끝에 이르는 거리와 손바닥 사이의

거리를 이미지 영상 처리 기법으로 찾는다(예; 이미지에서 살색이 나타나는 최대,최소 위치값을 찾아서 길이값으로 변환).

앞의 영상 단계에서 설명된 영상 처리 기법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일반화된 기술 내용이므로 상세 설명은 생략한다.

C. 사용자 일치형 신체 모델 변형부

앞 단계에서 획득된 현재 사용자의 손 부분 치수 정보를 입력 값으로 나머지 주요 신체 부분의 치수 값을 추정하는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와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앞 단계에서 생성된 기본 전신 모듈의 세부 신체 부분의 치수를 재

조정한다. 본 발명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일치도가 높은 3차원 상호작용 모델을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현재 고품질의 컴퓨터 그래픽스 결과물 생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3차원 스캐닝 방법

및 전문 인체 모델링 툴(예; Maya, 3DS MAX)은 비용적인 측면과 결과물을 얻는 시간의 부적합성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치도의 정확성을 어깨 이하 손 부분에 중점을 두어 모델을 생성한다. 즉, 손 부분은 가상현실 시스

템에서 사용자가 1인칭 시점으로 대상 물체를 조작하는 경우 가장 많이 보게되는 자신의 신체 부위이기 때문이다. 도 1의

220 단계와 도 3의 설명에서 얻은 손의 길이와 너비 값을 이용하여, 도 1의 300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나머지 신체 부분

(예; 본 발명의 경우 어깨 이하의 각각의 뼈의 길이 변형에 적용)의 길이 값을 추정(regression)하는 식(인체 측정 데이터

베이스의 수치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관절의 길이와 다른 부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식, 예; 발의 길이를 이용해서 사용자

의 신장을 추정)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의 체형에 가깝도록 120 단계에서 얻어진 기본 모델의 뼈 길이 값을 조정

(scaling)한다. 추정식의 예로 본 발명의 구현 예에서 사용한 식은 아래와 같으며 출처는 US ARMY NATICK RESEARCH

(HAND ANTHROPOMETRY OF U.S.ARMY PERSONNEL, U.S.ARMY NATICK RESEARCH, DEVELOPMENT &

ENGINEERING CENTER NATICK, MA, DEC 1991)이다.

Y = b0 + Hand_Length * b1 + Hand_Breadth * b2

(여기서, Y는 현재 결정 대상이 되는 뼈 부분의 길이 값, b0, b1, b2는 각각 추정식 생성 알고리즘에서 정의된 상수/가중치

값을 의미함.)

D. 피부 이미지 선정 및 적용부

현재 사용자와의 일치도를 높이고 3차원 신체 모델에 대한 피부 텍스쳐의 자동 반영을 위한 피부 텍스쳐 이미지 데이터베

이스 및 현재 사용자 피부 이미지와 일치된 피부 텍스쳐 맵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선정한다. 300 단계를 거쳐서 사용자와 일

치도가 높은 3차원 모델의 외형이 결정되면(도 1의 310 단계), 현재 사용자와 일치도가 높은 피부 이미지를 외형 모델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3차원 모델에 재질감 이미지(texture map)를 적용하는 작업은 컴퓨터그래픽스 툴

을 이용한 사용자의 수작업과 시간이 필요하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빠른 시간에 간편한 과정으로 인체 모

델을 얻는 것이므로, 도 4와 같이 미리 준비된 피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현재 사용자와 일치도가 높은 것을 자동으

로 선정하도록 한다. 피부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은 도 3의 과정에서 얻어진 사용자의 손 영상 이미지의 색상 정보를 주

요인으로 하고, 사용자의 성별과 나이를 부요인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도가 높은 이미지를 검색한다. 피부이미

지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피부색과 연령별로 성별에 따라서 미리 구축하여 놓은 것을 사용한다. 도 4의 구현 예와 같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색한 피부 이미지를 외형 모델에 자동으로 적용하거나, 후보로 나열된 결과 중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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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의로 결과를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 4의 과정에서 피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수의 2

차원 영상 이미지에서 색상 및 기타 정보에 의해 일치도가 높은 이미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일반

화된 기술이므로 자세한 내용의 기술은 생략한다.

E. 사용자 일치형 모델 출력 및 저장부

재 활용 및 타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앞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사용자 중심형 3차원 상호작용

인체 모델의 저장한다. 도 1의 500 단계와 510 단계에서는 앞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인체 모델과 피부 이미지를

특정 데이터 형식(format)으로 저장하여, 향후 유사한 목적을 가진 3차원 컴퓨터그래픽스 시스템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구현 예에서 사용된 방법은 OBJ형식으로 외형 폴리곤 매쉬 데이터를 저장하고, JPG형식으로 피부 이미지

정보를 저장한다.

F. 실시간 동작 동기화부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장치와 연동하기 위한 사용자 추적 정보

연동 및 동기화시킨다. 도 1의 600 단계와 610 단계에서는 도 5와 같이 사용자의 손(가락) 움직임(각각 관절의 각도)과 팔

의 움직임을 6자유도(3축 위치값과 3축 자세 기울기값)로 추적하는 장치와의 연동을 지원한다.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인

체 모델은 도 2와 같이 인체의 구조를 정의하는 뼈 모델과 이것에 연결되어 움직이는(변형되는) 피부구조로 되어 있고, 뼈

모델 각각의 관절은 도 5와 같은 실시간 위치/자세 추적 장치로부터 얻어지는 값을 반영하여 신체의 모양을 변형할 수 있

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G. 사용자 모델 움직임 제어부

앞 단계에서 생성된 사용자 중심형 3차원 모델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가시화시키기 위한 가변형 폴리곤 메쉬(Deformable

Polygon Mesh) 구조로 제어한다.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3차원 상호작용 인체 모델은 일반적인 가상현실 시스템(예; 산업

용 가상현실 평가 툴, JACK, RAMSIS, SAFEWORK)등이 자연스러운 신체 관절의 움직임 변화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실시간 가변형 폴리곤 매쉬 기술을 구현하여 해결한다. 즉, 가상현실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동작을 그대로 재현하는 3차원

인체를 가시화할 때, 대부분 간단한 강체 모델(rigid body model)의 관절 값만을 변형하여 동작을 가시화 하기 때문에, 관

절 연결 부위가 부자연스럽게 가시화되는 경우가 많다. 본 발명에서는 가변형 폴리곤 매쉬 기법을 어깨 이하 손가락 부분

까지 적용하여 관절 각도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피부의 변형을 가시화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상기한 120 단계와

300 단계 사이, 상기한 600 단계에서 실행되는 과정이며, 실제적으로 3차원 모델이 생성되거나 변형되는 시점마다 가변형

폴리곤 메쉬 구조로 제어한다. 이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skinning(Lander, Jeff, "Skin them Bones: Game

Programming for the Web Generation", Game Developer Magazine (May 1998): pp. 11-16) 기법으로 알려진 기술을

구현한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시예

본 실시예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자동차 내부의 디자인을 감상하고 조작하는 시스템의 경우에 대해 도 2 내지 도 5에 도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성별과 나이정보 그리고, 손 영상 이미지를 입력하는 간단하고 빠른

과정을 통해, 자신과 일치도가 높은 가상 인체 모델을 생성한다. 그리고, 도 5와 같이 사용자의 움직임과 일치되어 가시화

되는 가상 인체를 직접 제어함으로써 가상의 자동차 내부 모델을 현실과 같이 자신의 시점에서 감상하고 조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몇 가지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반드시 이러한 실시예로 국한되는 것

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실시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사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상현실 상호작용 인체 모델 즉석 생성/제어 장치 및

방법은, 사용자가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가상현실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여 현실과 동일한 상호작용 방법으로 자연스럽

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인터엑티브한 콘텐츠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

여 관련 시장의 창출과 기술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품의 기획 디자인 단계에서 가상의 제품 모델을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고 기능을 점검하면서 디자인 품평 작

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형 실시간 상호작용 시스템, 및 제품 전시 판매장에서 주문 제작이나 실물이 없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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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가상환경에 구축하여 현실과 동일한 사용(상호작용) 방법으로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등

을 점검하고 구입 의사 결정을 돕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사용자의 제품 디자인 및 기능에 대한 요구

를 제품 생산 단계에 적용(피드백)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요구에 용이하게 부응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가 제품 판매 전시

장에서 자신이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을 가상현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현재 2차원

제품 카달로그(catalog)의 사용에서 3차원 영상 시연을 통한 품평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시 판매장에서의 제품 시연 기술

에 부응하여 사용자가 직접 제품의 디자인을 입체 영상으로 품평하고 직접 조작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시스템 전체 구성도 및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전신 3차원 기본 모델 생성부 상세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사용자 손 영상 획득부 상세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사용자 일치형 모델 변형부 상세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실시간 동작 동기화부 상세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전신 3차원 기본 모델 생성부

210 : 사용자 손 영상 획득부

300 : 사용자 일치형 신체 모델 변형부

400 : 피부 이미지 선정 및 적용부

410 : 피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510 : 사용자 일치형 모델 출력 및 저장부

600 : 실시간 동작 동기화부

610 : 실시간 동작 추적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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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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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722229

- 10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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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722229

- 12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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