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존현실을 위한  
객체모델링 기술  

Avatar Kinect 

http://mkgaming.com/xbox360/ 
reviews/hands-on-avatar-kinect 



• Neal Stephenson이 SF소설인 Snow Crash (1992)에서 처음 만든 말 
• 가상적으로 향상된 현실과 물리적으로 계속되는 가상 공간의 결합 
• 증강현실+라이프로깅 +미러월드+가상 세계 로 구분될 수 있음 

 
 

Metaverse 

실제 영상에 그래픽영상
이나 정보를 얻어서 같이 
보여주는 방법 

개인의 일상생활을 기록으
로 남겨서 활용하는 방법 

현실 공간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한 것 

사용자와 가상객체 간 인터
랙션이 가능한 가상으로 만
들어진 시뮬레이션 공간 

*Metaverse roadmap,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2007 



Virtual Worlds 

Second Life 

• 가상현실 연구와 관련되어 연구 차원에서 개별적인 가상환경이 구축
되곤 했음 

• 대규모로 지속되는 가상세계로는 Second Life, There, Active Worlds 
등이 있음 

• 사용자들은 가상세계 안에서 아바타로 존재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자
신만의 가상세계를 꾸민다던지 가상환경과 인터랙션하며 생활할 수 
있음  

• MMORPG 같은 네트워크 게임과 유사하나 게임의 목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름 

 
 
 
 

Active Worlds 



• 현실공간에 대해 정보로 향상된 가상모델이나  
  “reflections” (Metaverse roadmap) 
• representation of the real world in digital form 
• “software models of some chunk of reality,  
  some piece of the real world” [D. Gelernter] 

 
• Mirror worlds의 예 

Mirror Worlds 

Mirror Worlds by David Gelernter, 1992 

Google street view (뉴욕 타임스퀘어) Google Earth (샌프란시스코) 



Mirror Worlds 

GEFS online: online 
flight simulator based 
on Google Earth 

• 여행, 관광 등에 활용 
• 기록 방법으로도 사용가능 

 
 
 
 
 
 

• 게임 



• 인간과 가상공간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미러월드가 제대로 구축되면 다수
의 사람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
고, 현장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존현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는 미래 정보 사회에서 인터넷 못지않은 사회활동의 사용자 플랫폼으로 발
전할 가능성이 있고 인류의 생활패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경
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 예상함  

• 구글 같은 업체에서 구글어스 등의 미러월드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도 
서비스의 확장에 불과하며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시간 업데이트 
같은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며, 현실감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함 

• 따라서, 이러한 미러월드를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보다 쉽게 실시간으로 구축
하고 실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여기에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부가
한다면 경제적, 산업적으로 많은 활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미러월드 현실공간 

공존현실 



형상 모델링 연구동향  
• “ProFORMA: Probabilistic Feature-based On-line Rapid Model 

Acquisition,” BMVC 2009  
– Cambridge University에서는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live image sequence에서 

3D model을 실시간으로 만드는 기술을 BMVC 2009에서 발표 
 

 
 
 



형상 모델링 연구동향  
• “Interactive Modelling for AR Applications,” ISMAR 2010  

– University of Adelaide에서는 비디오를 이용한 interactive object 모델링 및 
cloning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함 

– 입력되는 비디오에서 객체 영역과 아닌 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간단한 
입력을 받아서 객체와 배경을 graph cut 기법으로 구분하고, 객체에 대한 
silhouette carving을 카메라 tracking 방법과 결합하여 객체를 모델링하는 기법을 
개발 

–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hand-held 카메라로 객체를 손쉽게 
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PTAM* 기반 카메라  
tracking 

사용자의 객체 선택 객체 segmentation 모델링된 객체의  
복제한 모습 

*PTAM: Parallel Tracking and Mapping, 카메라의 pose를 tracking하는 방법 중 하나 



형상 모델링 연구동향  
• “Structure Recovery by Part Assembly,” Siggraph Asia 2012  

– 중국 칭화대에서는 Kinect의 depth 영상과 DB의 3D 모델을 부품단위로 정합하여 
입력 depth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3D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을 SIGGRAPH Asia 
2012에 발표 

 
 
 



형상 모델링 연구동향  
• “KinectFusion: Real-time 3D Reconstruction and Interaction Using a 

Moving Depth Camera,” UIST 2011  
– Microsoft Research에서는 KinectFusion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Kinect를 
움직여가면서 noise가 많이 포함된 Kinect의 출력을 중첩하여 정교한 모델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카메라 pose 변화에 따라 geometry 변화가 없는 구, 원통, 넓은 평면 객체는 모델 
생성 시 오류 발생 가능 

– KinectFusion에서는 카메라의 화질 저하로 모델 텍스처가 선명하지 않음 
 
 

 
 
 



형상 모델링 연구동향  
• iPad-mounted Structure Sensor 3D scanner, 2013  

– Scanning과 computer vision 회사인 Occipital 에서는 Kinect와 비슷한 structure 
sensor를 iPad에 장착하여 모델링하는 시스템을 개발 

– Structure sensor는 $349 kick starter 제품으로 판매 
– 객체 모델링, 환경 모델링 및 Augmented Reality 게임을 할 수 있음  

 
 

 
 
 

http://www.theverge.com/2014/1/9/5292814/hands-on-structure-sensor-ipad-mounted-augmented-reality-scanner 



텍스처 모델링 연구동향  
• “Seamless Montage for Texturing Models,” Eurographics 2010  

– Tel-Aviv University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델의 표면에 
mapping하여 high resolution texture를 복원하는 방법을 발표 

– 표면에서 영상 정렬 오류로 발생하는 image seam을 global optimization 
방법으로 최소화 

– 3D 모델의 인접한 triangle간에 seamless한 텍스처가 mapping되도록 image와 
translation을 label로 하여 global optimization 수행 

 
 
 

Mappings from images  
to surface triangle 

Input images 

Optimized  
combination 

Simple 
combination 



텍스처 모델링 연구동향  
• “A Superresolution Framework for High-Accuracy Multiview 
Reconstruction,” ICCV 2009  

– University of Bonn에서는 calibration이 된 여러 카메라로 부터 얻어진 사진들로 
displacement map과 superresolution 텍스처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발표 

– 정확한 카메라 포즈가 필요 

 
 

입력영상 
texture 

Input images 

Weighted 
averaging 

Superresolution 
texture 

Texture space mapping 



Scene 
Understanding 

분리모델링 

Object, Part 
Recognition 

분리모델링 

미러월드 모델링 (실감 형상 모델링) 움직임 및 실감 속성 모델링 

고화질 환경변화 
텍스처링+분리모델링 

재질: 사기 

재질: 금속 

움직임 모델링 

실감 속성 모델링 

햅틱 인터랙션 

재질: 고무 

손가락 추적 

공존현실을 위한 객체 모델링 



예제 운동영상 기반 운동축 검출   
• ETH 대학과 CMU 대학은 예제 운동영상에서 움직임이 다른 두 영역 
사이의 상대적인 변환을 분석하여 회전축과 운동방향을 검출하는 
기술을 CVPR 2013과 ICRA 2013에서 발표 

– “Articulated and Restricted Motion Subspaces and Their Signatures,” CVPR 
2013 (ETH) 

– “Interactive Segmentation, Tracking, and Kinematic Modeling of Unknown 3D 
Articulated Objects,” ICRA 2013 (CMU) 

 
 

ETH 

CMU 



영상기반 deformation 추출 
• 독일의 Christian-Albrechts-University Kiel에서는 depth와 color 

video에서 deformable object를 빠르게 tracking하는 기술을 개발 
– “Fast Tracking of Deformable Objects in Depth and Colour Video,” BMVC 2010 
– NURBS 기반 deformation funciton으로 6Hz 속도로 deformation tracking 

• 미국 Berkeley대에서는 point cloud의 sequence로부터 deformable 
object를 tracking하는 기술을 개발 

– “Tracking Deformable Objects with Point Clouds,” ICRA 2013 
– Physics engine과 probabilistic generative model을 기반으로 tracking  

 
 

Christian-Albrechts-University Kiel CMU 



영상기반 재질 추출 
• MIT에서는 영상의 low level 특징을 SVM으로 학습하여 직물, 나뭇
잎, 유리, 가죽, 금속, 종이, 플라스틱, 암석, 물, 나무와 같은 재질을 
인식하는 논문을 IJCV 2013에 발표 

– “Recognizing Materials Using Perceptually Inspired Features,” IJCV 2013 

• 또한, 고화질의 표면 텍스처를 측정할 수 있는 GelSight sensor로 촬
영한 표면 텍스처를 이용하여 직물, 나무, 사포 등과 같이 재질을 인
식하는 기술을 CVPR 2013에 발표함 

– “Sensing and Recognizing Surface Textures Using a GelSight Sensor,” CVPR 
2013 

 
 

대상 물체들 

GelSight 센서와 쿠키 표면 측정 결과 

Denim, sandpaper 표면 측정 결과 

Confusion matrix 



MPEG-V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기구인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MPEG-V 프로젝트(ISO/IEC 23005)
를 통하여 가상세계와 가상세계 그리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간 소통
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 
 
 Part 1 

MPEG-V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요 
및 구조 기술 

Part 2 

디바이스를 제어하는데 있어 상호
호환성 보장을 위한 디바이스 성능
정보와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 기술 
방식을 정의 

Part 3 
가상세계 또는 현실세계에서 표현 
가능한 실감효과들에 대한 정의 

Part 4 
아바타 또는 가상 오브젝트들에 대
한 표준화된 타입들을 정의 

Part 5 
가상세계와 디바이스 연동을 위한 
제어신호 및 센서 정보들에 대한 
포맷 정의 

Part 6 
MPEG-V 전 파트들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
을 정의 

Part 7 Reference Software를 제공 



MPEG-V Part 4: VW Object Characteristics 
• syntax and semantics of description schemes and descriptors used 

to characterize a virtual world object related metadata 
• Virtual World 간에 Virtual World 객체를 주고받거나, 현실세계 디바
이스를 가지고 Virtual World 객체를 제어할 때 사용 
 
 
 



MPEG-V Part 4: VW Object Characteristics 

 
• Virtual world object metadata 

– Virtual world object base type 
• Identification Type 
• VWO Sound List Type 
• VWO Scent List Type 
• VWO Control List Type 
• VWO Event List Type 
• VWO Behavior Model List Type 
• VWO Sound Type 
• VWO Scent Type 
• VWO Control Type 
• VWO Event Type 
• VWO Behaviour Model Type 

– Virtual world object common data types 
• VWO Haptic Property Type 
• Material Property Type 
• Dynamic Force EffectType 
• Tactile Type 
• Animation Description Type 
• Animation Resources Description Type 
• Point Type 
• Extra Type 
• Common simple data types 

 
 



Color/depth 
결합 모델링 

고화질 텍스처 
update 

고화질  
분리 모델 

Super-trixel 
생성 

움직임 속성 
부가된  

고화질 모델 

변형 특성 
부가된  

고화질 모델 

Part 및  
움직임 인식 

객체 관절  
삽입 

Surface 
tracking 

인터랙티브  
미러월드(객체) 

모델 

인터랙티브  
미러월드(객체) 

렌더링 

Hand/finger 
tracking Haptic 

모델링 

Haptic 렌더링 

인터랙티브 미러월드 프레임워크 



제안한 알고리즘 
Poisson Surface Reconstruction 
(Depth Point 정보만 활용 복원) 

미러월드 생성을 위한 객체 모델링 

Image Unprojection 
3D Model 

Color Image Image Triangulation 

• Color 영상에서 Mesh를 생성하여 불완전한 Depth를 복원하고 surface를 모델링  



•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3D 객체 모델 생성 프레임워크 
– 한 대의 Kinect로 3D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총 6개의 단계를 거침 
– 1)관심객체 분리, 2)입력 depth 포인트로 voxel 기반 implicit surface 생성, 3)mesh기반 

explicit surface 생성, 4)uv map 생성, 5)texture 생성, 6)mesh와 skeleton 정합 및 
skinning weight 계산 

• 일반 사용자가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mesh/texture 모델을 손쉽게 생성 
– 기존 KinectFusion으로 생성한 모델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일반 PC 또는 모바일폰에서 
사용 불가 

– 일반적이 3D 포맷인 obj/png 형태의 모델을 생성하고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도록 
deformation 계수 자동 생성 
 

plane 기반 객체 분리 모델링 

mesh 생성 

texture 생성 

미러월드 생성을 위한 객체 모델링 



• 다시점 UV map 기반 고화질 texture 생성 기술 개발 
– 3D geometry 모델 생성 시 촬영한 key-frame color 영상을 조합하여 고화질의 texture 
영상 생성 

– Triangle normal 방향과 triangle의 경계에서의 color 연속성을 고려한 MRF 모델링을 
통해 다시점 UV map에서 최적의 triangle texture를 선택하여 조합 

– 이후 Image inpainting 기법을 적용하여 texture 영상 내의 hole 제거 
– 주어진 다시점 입력 영상에서 최적의 triangle texture선택으로 고화질 texture 생성이 
가능 
 

4가지 texture  
생성 방식 결과  
비교 

Triangular face 

Color image n̂
r̂

θ

surface 

normal 

image 1 image 2 

= 

normal 방향 only median filtering weighted averaging Our result 

미러월드 생성을 위한 객체 모델링 



• 고화질 텍스처 생성 

• Progressive retexturing • Artifact 제거 

미러월드 생성을 위한 객체 모델링 
•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한 추가 촬영 영상으로 고화질 텍스처 생성 
– Feature matching, PnP, SBA 기법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촬영한 영상의 pose 계산 
– 사용자가 선호 영역을 영상에 표시하면 MRF Energy 식을 재정의하여 표시 영역이 반영되
도록 고화질 텍스처 재생성 

초기 3D 
모델 

Key-
frames 

초기 텍스처링 
결과 

추가 촬영한  
컬러 영상 

고화질 텍스처  
생성 결과 



• 햅틱 프루브 하드웨어 
– 힘, 가속도, 표면 이미지를 켑쳐할 수 있는 

햅틱 프루브 장치의 초기버전 개발 완료 

 

• 측정기반 햅틱 모델링 알고리즘 
– 경도, 마찰, 질감을 측정한 힘, 가속도를 기

반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론 개발 
– 경도: Nonlinear Hunt-Crossley model 사용 
– 마찰: Dahl Friction model 사용 
– 질감: 주파수 분석을 통한 사인파 기반 모

델링 기법 사용 

 
 

힘 센서 

가속도계 

카메라 

프루브 어답터 

PHANToM Omni 

경도 모델링 예 

풍선 피부 

질감모델링 예 

골판지 

Haptic Modeling Framework 



Stiffness 모델 라이브러리 

화이트보드 
지우개1 

실리콘덩
어리 중간 스티로폼 

실리콘 덩
어리 가장
자리 골판지 사람 복부 손등 2 팔목 손등 1 의자쿠션 

3 
화이트보드 
지우개3 

의자 쿠션 
2 요가매트 

의자 쿠션 
1 

마우스 패
드 샴프 튜브 튜브형 풀 샌딩 블록 스폰지 1 

화이트보드 
지우개2 

• Stiffness 모델링 Framework 완성으로 라이브러리에 쉽게 모델 추가 가능 
• 어느 정도 물렁하고 완전 탄성체인 물체만 우선 모델링 
• 거의 Rigid한 물체에 대한 stiffness 모델링은 크게 의미가 없음 

Haptic Modeling Framework 



Surface Texture 모델 라이브러리 

화이트보
드 지우개 

의자 쿠션 
1 천 가방 

의자 쿠션 
2 

나무결 시
트지1 종이 1 커튼 돌 벽 

스테인레
스 커버 

마분지 1 
Matt 플
라스틱 

나무결 시
트지 2 종이 2 

의자 쿠션 
3 유리 마분지 2 

Matt 플
라스틱 2 

나무 숫가
락 

• 특징적인 texture 가 있는 surface 에 대한 모델링을 중점적으로 수행 

Haptic Modeling Framework 



아바타 모델링 연구동향 
• Face Shift 

– EPFL에서 2011년 Siggraph에 발표 
– 키넥트로부터 획득되는 칼라/깊이 영상으로부터 generic 모델을 개인화 모델로 변형하고, 
애니메이션을 위해 blendshape 기술을 적용. 키넥트로부터 특징점 추출을 통해 
blendshape 웨이트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실시간 애니메이션 구동 

• Avatar Kinect 
– Microsoft Xbox 360의 아바타를 이용한 채팅 서비스  
– Kinect 입력을 통해 아바타의 얼굴 애니메이션이 가능함 

Face Shift 
Avatar Kinect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XpQ6en_67kD0VM&tbnid=iiYhT1wfPEHKNM:&ved=0CAUQjRw&url=http://www.prweb.com/releases/2013/5/prweb10742344.htm&ei=5Y61UdK5L_GOiAfmuoDIDA&bvm=bv.47534661,d.aGc&psig=AFQjCNHqr734CKnVfwgBZQJmqP6wLwBx3Q&ust=137093944508106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OSRWwCOh5GKpJM&tbnid=dkAfGAoBcfcTrM:&ved=0CAUQjRw&url=http://lazytechguys.com/news/360-avatar-kinect-arriving-on-july-27/&ei=KPKBUarVHMPliAf5sICgDA&bvm=bv.45921128,d.aGc&psig=AFQjCNEJttrkWkegiVW1FaPpuolhyz6yoA&ust=1367557023272823


아바타 모델링 
• 고화질 아바타 모델링  

– 1장, 2장 사진으로부터 얼굴 모델링, 기존 모퍼블 모델 기반 3차원 얼굴 모델링 대비 시간 
단축 (기존방법: 30분 이상 vs. 제안방법: 3초 이내) 

– Kinect와 같은 depth 카메라를 이용한 고화질 얼굴 모델링 
– 모델링된 얼굴 아바타의 실시간 애니메이션 
– 헤어 모델링  

표정 인식 기반 3차원 아바타 애니메이션 단일 영상 기반 3D 얼굴 모델링 



아바타 모델링 



• 공존현실 공간으로 미러월드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미래에 인터넷 공
간 못지 않은 사회활동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미러월드는 원격회의 및 협업, 원격교육, 가상여행, 미러월드 기반 게
임, 원격 쇼핑, 이벤트 기록 등 다양한 응용분야를 낳을 수 있음 
 
 
 
 
 
 

• 미러월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래픽 모델링 기술만으
로는 부족하며, 햅틱, 인공지능, 디자인과 심지어 심리학 등의 기술들 
까지도 접목되어야 함  

• 이렇게 소프트웨어 융합을 잘 활용하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맺음말 

UNC Being There Microsoft Avatar Kinect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urWFCzRNbWtnmM&tbnid=MSUWl2vLtpz75M:&ved=0CAUQjRw&url=http://mkgaming.com/xbox360/reviews/hands-on-avatar-kinect/&ei=QfKBUbDKNMPliAf5sICgDA&bvm=bv.45921128,d.aGc&psig=AFQjCNEJttrkWkegiVW1FaPpuolhyz6yoA&ust=1367557023272823


감사합니다 

안상철 
asc@imrc.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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