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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실을 한 GPU 
기반 실시간 원 추정 기법

(GPU-Based Real-Time Light Source Estimation 

for Augmented Reality)

박 소
†
     조 성 훈

††
     이 성 길

†††

                     (Soyoung Park)       (Sunghun Jo)          (Sungkil Lee)

요 약 사 에 촬 된 정 인 실세계 이미지 에 가상 물체를 동 으로 더링하기 해서는 이미지

에 나타난 조명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가상객체 더링에 반 하는 학  정합 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실세계의 3차원 복원 기하와 그에 매핑되는 텍스쳐로부터 원의 3차원 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먼  원의 높은 강도를 복원하기 해 LDR로 촬 된 텍스쳐를 HDR로 변환하고, 계층  분

할을 통한 샘 링 기법으로 2D 이미지 상에서 원을 추정한 후, 기하 상에서의 응을 통해 3차원 치

를 획득한다. 본 원 추정 기법은 샘 링의 각 단계에서 생성된 격자 역들의 정보를 맵 텍스쳐에 

장함으로써 역의 분할이 GPU 상에서 병렬 처리되도록 설계되어 실시간 성능을 보인다. 본 기법은 환경

맵 기반의 더링과 달리 그림자와 같이 원의 명시  치가 필요한 더링에 효과 으로 쓰일 수 있다.

키워드: 증강 실, 원, 추정, GPU

Abstract To render synthetic objects on static images captured from the real world, estimation 

of illumination from the images and application for rendering the objects is solicited. In this work, we 

propose a real-time estimation of light sources, when the 3D-reconstructed geometry of an indoor 

scene and the corresponding textures are available. To restore the high intensity of the light source, 

we first convert an LDR image into HDR. The converted image is then used to get 2D positions of 

the light sources by hierarchical division-based sampling technique. Lastly, 3D positions of the light 

sources are estimated from texture-geometry mapping. Since the sampling technique stores grid areas 

generated at each stage in mipmap textures, the division of areas is processed on GPU in a parallel 

way, which makes it work in real-time. Our approach can be used in rendering where explicit positions 

of the light sources are asked, such as shadows.

Keywords: augmented reality, light sources, estimation,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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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증강 실(AR; augmented reality)은 가상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실세계 환경에 정합하여 보여 으로써 사용

자가 실세계를 지각하고 그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느

끼게 해 다[1]. 그런데 사 에 촬 된 정 인 실세계 

환경 에 가상 물체를 동 으로 더링하기 해서는 

이미지에 나타난 조명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가상객체 

더링에 반 하는 학  정합(photometric registration)

이 필요하다.

학  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원의 치

를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한다[2]. 실제 환경을 

촬 한 사진에는 원 혹은 원에 의한 효과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원의 색상, 치, 방향 정보를 추정하기 

한 시도가 있어 왔다. 한 로, 환경맵에서 원을 샘

링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큐  맵[3], 등장

방형 맵 등의 형태로 촬 되는 환경맵 상에서 원의 

치를 추정하면 촬  심 을 기 으로 한 원의 방

향을 얻음으로써 원에 의한 물체 표면의 반사 효과를 

어느 정도 근사할 수 있다(reflection mapping)[4]. Devebec 

등[5]은 Median cut[6]을 활용하여 환경맵을 밝기의 합

이 같은 하  역으로 나 고 크기가 작은 역에 

원이 치하는 것으로 으로써 비교  빠른 성능으로 

원을 추정하 으며, Viriyothai 등[7] Median cut 알

고리즘에 분산 항을 추가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Feng 등[8]은 환경맵을 빛의 세기가 동일한 하  역

으로 분류하여 불규칙한 모양의 역들로 묶은 뒤 세기

가 높은 역을 남김으로써 원 치를 추정하 는데 

이는 정확도가 매우 높지만 낮은 성능을 보인다. Rhee 

등[9]은 임계값을 기 으로 원의 치를 결정하여 정

확도는 떨어지지만 매우 빠른 성능을 갖는다.

그러나 환경맵은 카메라의 동일 법선 상에 있는 들

을 이미지의 한 으로 투 하여 생성되므로 이미지 상

에서 원의 치를 찾더라도 3차원 치를 알 수 없으

며, 원으로부터의 거리, 다른 물체에 의한 폐색 등을 

반 한 정확한 원 효과나 그림자 효과를 그려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이  스캐 [10,11], 외선 깊이 카메라[12], 

여러 각도에서 촬 된 복수 이미지[13,14] 등을 활용한 

3차원 복원 과정은 환경의 기하와 그에 매핑되는 텍스

쳐를 출력한다. 이처럼 3차원 복원을 통해 생성된 텍스

쳐에서 원의 치를 추정하면 기하의 각 정 에 장

된 텍스쳐 좌표를 통해 원의 실제 치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은 GPU 환경에서의 병렬처리에 합한 밝기 

기반 샘 링 기법을 통해 이미지 상에서 수행되는 원 

추정의 성능을 가속화하 으며, 실세계의 기하와 텍스쳐

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원의 3차원 치를 획득하 다. 

원의 방향만을 추정할 수 있는 환경맵 샘 링과 달리, 

본 기법을 통해 획득한 원은 그림자와 같은 원의 

명시  치가 필요한 효과를 더링하는 데 효과 으

로 쓰일 수 있다.

2. 련 연구

입력 이미지로부터 원을 추출하는 기법은 입력의 

변화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정  환경

맵 샘 링의 경우, Ostromoukhov 등[15]이 2D 환경맵

에서 밝기를 요도로 설정하고, penrose tiling을 이용

하여 요도의 도가 높은 역을 샘 링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Devebec 등[5]은 Median cut 알고리즘[6]

을 통해 이미지를 에 지의 합이 일정한 하  역으로 

나 어 원을 추정하 다. 입력 이미지로부터 요도 

도 정보를 담은 흑백 이미지를 얻은 후 합산 역테이

블(SAT; Summed Area Table)을 이용하여 성능을 가속

하 다. Feng 등[8]은 역 톤 매핑(inverse tone mapping)

을 용하여 HDR 환경맵을 얻고, Mean-Shift Cluste-

ring[16]을 통해 원 역의 경계를 추출하 다.

반면 동  환경맵 샘 링의 경우, 임 간의 리커

링(flickering)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Yang 등[17]은 일련의 환경맵을 입력으로 받고 adaptive 

merge-and-split 기법의 제안을 통해 결과의 일 성을 

유지하 다. Wan 등[18]은 구면을 평면으로 매핑하고 

체 역에서 균일하게 샘 링을 수행하기 하여 HEAL-

Pix[19]를 이용하 으며 분할을 해 spherical Q2 tree

라고 명명한 쿼드 트리 기법을 개발하 다.

반 으로 동  샘 링 기법들은 임 간 일 성

을 유지하여 높은 품질을 보여주나 임 당 샘 링에 

수 의 시간을 소요하는 등 실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성능을 보 다. 반면 정  기법들은 임 간 

일 성으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비교  높은 성능을 보

인다. 이에 본 기법은 단일 이미지에 한 정  샘 링

을 수행하되 기존 논문들에 비해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

지 않으면서 실시간에 합한 성능을 얻어내고자 한다.

3. Median cut 기반 원 샘 링 기법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한 이해를 돕기 하

여 median cut 알고리즘 기반 원 샘 링 기법[6]을 

우선 소개한다(그와 비교하여 제안하는 기법은 4.2 장에

서 다룬다). 해당 기법은 등장방형 환경맵을 입력으로 

받아 이미지 내에서 밝기가 높은 역으로 찾고 원을 

효율 으로 샘 링 하고 있으며, 상세한 알고리즘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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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기법의 개요

Fig. 2 Overview of our approach

∙ 처리 과정:

원 샘 링의 처리 과정으로, 에 지의 계산을 단

순화하기 해 이미지의 RGB 각 채  값으로부터 흑백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때 ITU-R 권고안 BT.709을 따

라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단일 채 의 값을 구한다.

× ×  × 

두 번째로, 이후 Median cut 알고리즘에서 역의 합

을 구할 때의 성능을 가속화하기 해 합산 역테이블

을 생성한다.

∙Median cut을 활용한 역 분할 과정:

처리 과정을 거친 기의 환경맵 이미지를 리스트

에 삽입한다. 이후 리스트에서 이미지를 꺼내고 median 

cu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픽셀의 밝기 합이 균등하도록 

이미지를 하  역으로 분할한다. 이때 x, y차원 에 

긴 차원을 기 으로 분할을 수행하며, 분할된 역은 다

시 리스트에 장된다. 지정된 수만큼 역이 나 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단 등장방형 환경맵의 투  특성상 이미지의 상단과 

하단은 실제에 비해 x축의 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x, 

y 차원의 정확한 비교를 해 목표 역 심의 도가 

일 때 x차원을 cos로 스 일링하여 비교를 수행한다. 

그림 1은 동일한 넓이를 가지는 정육면체 표면의 격자

를 등장방형 환경맵에 투 시킨 결과로, 등장방형 환경

맵 내의 치에 따라 차원의 스 일이 다르게 반 되는 

상을 잘 보여 다.

긴 차원이 선택되면, 분할지 을 조 씩 이동하면서 

두 하  역의 합을 비교한다. 처리 과정에서 생성한 

합산 역테이블의 값들은 가로축. 세로축에 하여 정렬

되어 있으므로, 선형 탐색이 아닌 이진 탐색을 통해 분

할지 을 보다 효율 으로 찾을 수 있다.

∙ 원 치와 색상 지정:

지정한 수 만큼 분할을 완료한 후 최종 으로 결정

된 역의 면 이 일정 크기 이상이라면 해당 역 내

에는 원이 치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고 추정에서 

제외시킨다. 기  면  이하의 각 역 내에서는 centroid

그림 1. 동일한 넓이를 가지는 정육면체 표면의 격자가 

등장방형 환경맵에 투시된 결과

Fig. 1 Grids on a cube projected on an equirectangular 

environment map

라고 언 되는 원의 치를 지정할 수 있다. 원의 

치  는 역의 원 에 다음의 식으로 구해지는 offset

을 더하여 결정된다.




  



   ×

식에서 은 역의 크기,  은 역 내 픽셀의 

치, 은 역의 원 , 는 흑백 이미지의 각 픽

셀을 의미한다.  은 역 내 밝기의 총합을 의미한다.

원의 색상은 결정된 샘 링 포인트에서 원본 RGB 

이미지의 색상을 가져와 사용하며, 역의 합을 정규화

한 값을 원의 세기로 결정한다.

4. 제안하는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원 샘 링 기법은 2D 이미지

를 입력받고, 합산 역테이블을 생성하여 합이 같은 하

 역으로 나 다는 에서 크게는 [5]의 근을 따르

고 있으나, CPU 환경에서 개발된 분할 기법을 GPU에 

최 화하 다는 과 기하와 텍스쳐를 이용해 원의 3

차원 치를 추정한다는 에서 기여도를 갖는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원 치 추정 기법

의 체 인 개요를 나타낸다. 실내 공간에 한 기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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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쳐가 주어지며, 원 추정에 앞서 원의 세기를 보

다 정확히 반 하기 한 역 톤 매핑[20]을 수행한다. 

이후 [5]를 GPU 환경에 맞게 확장시킨 맵 형식의 

median cut 알고리즘을 통해 환경맵 상에서 원의 2

차원 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텍스쳐 좌표를 기반

으로 원의 2차원 치를 기하에 매핑하여 3차원 치

를 획득한다.

4.1 입력과 처리

본 기법은 기하의 모든 정 에 매핑되는 아틀라스 텍

스쳐를 입력으로 받는다. 실세계 공간의 3차원 복원 과

정을 통해 출력된 아틀라스 텍스쳐에는 원과 원에 

의한 효과가 반 되어 있으며, 공간 내에 치한 물체들

의 텍스쳐가 한 장의 이미지 안에 들어있으므로 밝기를 

기 으로 하는 원 추정 기법을 그 로 사용할 수 있

다. 한 등장방형 환경맵이 갖는 투  특성이 없으므로 

축의 비교 시 별도의 스 일링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림 3

은 실내 공간의 3차원 복원에서 생성된 아틀라스 텍스

쳐의 시를 보여 다.

카메라의 CCD(charge-coupled device) 는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센서는 

사람의 이 구분할 수 있는 범 의 빛의 세기보다 낮

은 범 만을 담아낼 수 있으므로[21], 일반 인 카메라

로 촬 된 낮은 동  범 (LDR; Low dynamic range)

의 이미지를 높은 동  범 (HDR; High dynamic 

range)로 변환하기 한 역 톤 매핑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도 원의 실제 밝기를 반 하고자 입

력 이미지를 HDR로 변환하 으며, Reinhard’s Global 

operator를 사용하여 낮은 연산량으로 역 톤 매핑을 수

행하는 Kinoshita[20]의 기법을 사용하 다.

ITU-R 권고안 BT.709을 따라 흑백 이미지를 생성하

고 합산 역테이블을 계산하는 과정은 3장에 서술된 

Devebec[5]의 기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그림 3 실내 공간(계단식 강의실)의 아틀라스 텍스쳐

Fig. 3 Atlas texture of indoor space (lecture theatre)

4.2 GPU 기반 Median cut 알고리즘

[5]는 밝기 합이 같은 분할 지 을 찾기 해 역의 

긴축을 순차 으로 탐색하며 하  역의 합을 비교하

으나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합산 역테이블이 정렬

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진 탐색을 통

해 간값을 효율 으로 찾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분할

을 찾는 연산의 복잡도를 O(N)에서 O(logN)으로 감

소시킨다. 이외에도 샘 링 알고리즘을 GPU 환경에 보

다 최 화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기법을 연구하 다.

∙2 binary searches 기반 4분할 기법

샘 링 성능을 개선하기 해 처음에 구상한 아이디

어는, 이미지를 동일한 에 지 비율로 4등분 하는 을 

찾는 것이었다. 하나의 역을 2개의 하  역으로 분

할하기 하여 분할 을 찾는 과정은 정렬된 합산 역

테이블의 이진 탐색을 통해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가로축을 기 으로 체 역을 합이 동일한 

2개의 하 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지 을 찾고, 마찬

가지로 세로축을 기 으로 하는 지 을 이진 탐색으로 

찾는다. 두 지 에서 그은 선이 교차하는 을 분할 으

로 지정하여 한 번에 4개의 하  역으로 분할하면 쿼

드 트리 구조와 텍스쳐 맵을 활용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텍스쳐 맵은 기본 텍스쳐와 해상도를 진 으로 

축소시킨 텍스쳐들로 이루어진 이미지의 집합이며, 맵 

벨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텍셀 

수가 1/2로 어들면서 체 텍셀의 수는 1/4로 어든

다. 텍스쳐 맵의 최상  벨은 1×1 크기의 텍스쳐이

다. 따라서 분할을 수행하지 않은 기의 입력 이미지 

정보를 최상  벨 텍스쳐에 장하고, 각 단계마다 4

분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롭게 생성된 하  역의 정보

를 맵의 다음 벨에 장한다.

이미지 내에서 직사각형 역은 각선에 치한 2 

개의 모서리 픽셀로 표 될 수 있고, 각 픽셀은 x, y 2

개의 좌표를 가지므로, r,g,b,a 채 을 갖는 텍스쳐의 텍

셀을 자료구조로 삼아 4개 좌표를 모두 장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역 정보의 장과 참조를 쉐이더 상에서

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 기법에서 병목으로 작용

했던 CPU-GPU간 데이터 송 부하를 없앨 수 있다.

∙3 binary searches 기반 4분할 기법

앞서 기술한 방식에 비해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정

확도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쉐이더에서 2분할을 3번씩 

수행하여 총 4개의 역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역 분할 정보를 텍스쳐 맵에 장함

으로써 얻는 이 을 이용하기 해 역을 4개로 분할

하는 알고리즘은 그 로 유지하되, 역을 우선 2개로 

나  뒤 각 하  역을 다시 독립 으로 나눔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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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샘 링 기법이 역을 4개의 하 역으로 분할하는 과정. (a) Debevec 2005, (b)　2 binary searches 

기반 4분할 기법, (c) 3 binary searches 기반 4분할 기법

Fig. 4 Paths of each method to divide a region into 4 subregions. (a) Debevec 2005, (b)　Ours with 2 binary 

searches, (c) Ours with 3 binary searches

그림 5 2개 기법의 정확도 비교

Fig. 5 Comparison of the accuracy between the two methods

한번에 4개의 역으로 분할할 때 손실될 수 있었던 정

확도를 유지한다. 이진 탐색은 총 3번 수행되었다.

그림 4는 CPU 상에서 수행되었던 기존의 기법과 제

안하는 두 기법이 하나의 역을 4개의 하 역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5는 제안한 2개 기법의 역 분할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한 시 이미지다. 왼쪽은 가로축, 세로축에

서 각각 분할 지 을 찾은 후 교차 을 기 으로 역

을 나 었을 때의 결과이며 오른쪽 그림은 3번에 걸친 

분할을 통해 4개의 역을 얻은 결과이다.

왼쪽 그림의 경우, 가로축에서 찾은 지 을 기 으로 

봤을 때는 왼쪽 역의 합과 오른쪽 역의 합이 같고, 

세로축에서 찾은 지 을 기 으로 봤을 때는 쪽 역

과 아래쪽 역의 합이 같지만, 교차 을 기 으로 나  

최종 4개 역의 합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다. 

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긴 축을 기 으로 역을 한 

번 분할하고, 생성된 각 하  역을 다시 동일한 기법

으로 분할하면, 탐색 횟수는 늘어나지만 결과의 정확도

가 높아진다.

4.3 원의 3차원 치 획득

3차원 복원을 통해 얻는 기하정보는 구름(point 

cloud)으로부터 얻어지며, 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물체

를 구분해주지는 않으므로 3차원 복원 결과로부터 원 

치를 바로 알아내기는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기

술한 바와 같이, 2차원 텍스쳐 상에서 밝기를 기 으로 

원 치를 우선 추정한 뒤 모델의 기하 정보를 이용

하여 원의 3차원 치를 얻었다.

3차원 모델을 장하는 OBJ, 3DS 등의 일 형식은 

정 의 치와, 각 정 에서 참조할 텍스쳐의 좌표 등을 

장한다. 본 기법의 입력으로 사용된 환경맵 이미지는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3차원 기하의 텍스쳐이기도 하므

로, 참조하는 텍스쳐 좌표가 환경맵 상에서 찾은 원의 

2차원 치와 같은 정 을 찾으면 그 정 과 같은 치

에 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3차원 모

델 일 내의 정 들을 미리 정렬한 후 이진 탐색을 통해 

텍스쳐 좌표가 2차원 원 좌표의 유사한 정 을 찾아 

원의 치로 해당하는 정 의 3차원 치를 받아온다.

5. 결 과

제안하는 GPU 기반의 Median cut 알고리즘을 통한 

원 추정은 CPU에서 작성된 기존의 기법[5]에 비해 크게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표 1은 Debevec[5]의 기법과 제안

한 두 기법이 동일한 이미지를 같은 수의 역으로 분할하

여 샘 링 했을 때의 성능을 각각 기록한 것이며, 그림 6

은 입력 이미지에 한 각 기법의 샘 링 결과이다.

2 binary searches 기반 4분할 기법의 수행 결과, 기

존 기법에 비해 성능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샘 링 결과

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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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VPL 샘 링 성능(fps) 비교. (이미지 해상도: FHD, 

GPU: NVIDIA GeForce GTX 1080)

Table 1 Comparison of VPL sampling performance (fps). 

(image resolution: FHD, GPU: NVIDIA GeForce 

GTX 1080)

Methods
Number of regions

1024 4096

Debevec 2005[5] 16 15

Ours with 2 binary searches 144 134

Ours with 3 binary searches 139 124

그림 6 각 기법의 샘 링 결과(입력 이미지: Grace 

Cathedral). (a) Debevec 2005, (b) 2 binary 

searches 기반 4분할 기법, (c) 3 binary searches 

기반 4분할 기법

Fig. 6 Sampling results of each technique (input image: 

Grace Cathedral). (a) Debevec 2005, (b) Ours with 

2 binary searches, (c) Ours with 3 binary searches

한번에 4개의 역으로 분할하는 과정은, 2개의 역으

로 3번 분할하여 4개 역을 얻는 과정에 비해 연산을 

아낄 수 있으나, 2개로 나 어진 하  역을 다시 독립

으로 나 면서 획득할 수 있는 디테일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3 binary searches 기반 4분할 기법의 경우 앞

선 기법에 비해서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여 히 기

존 기법에 비해 한 성능 상의 우 를 가지며, 결과 

품질 한 만족스러운 수 으로 나타난다. 

한 우리는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하

여 획득한 원을 토 로 임의의 가상 물체에 원 효

과를 용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3차원 

복원 데이터셋은 오토데스크 사의 Recap Photo를 사용

하여 획득하 다. 그림 7은 실세계를 촬 을 통해 얻은 

계단식 강의실 환경에 가상의 물체인 Stanford bunny

그림 7 3차원 복원된 실세계 환경(계단식 강의실)에 본 

기법을 용하여 가상의 물체(Stanford bunny)

를 추가한 결과

Fig. 7 The result of rendering virtual objects (Stanford 

bunny) on the 3D-reconstructed real-world 

environment (lecture theatre) with our light source 

estimation approach

표 2 원 추정과 더링 수행 시간(이미지 해상도: 

FHD, 모델 복잡도: 269,880 faces, GPU: NVIDIA 

GeForce GTX 1080)

Table 2 Performance of light estimation and rendering. 

(image resolution: FHD, model complexity: 269,880 

faces, GPU: NVIDIA GeForce GTX 1080)

Modules Time

Light 

estimation

LDR to HDR 0.19 ms

34.95 msGPU-based median cut 7.19 ms

3D position estimation 27.57 ms

IR Rendering[23] 6582.78 ms

를 추가하여 원 효과를 용한 결과를, 표 2는 원 

추정과 더링에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원 추정 기

법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두 가지 기법  3 binary 

searches 기반 4분할 기법을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원 추정 기법은 더링 기술을 포

함하지 않으므로, 기법의 용 결과를 가시 으로 확인하

기 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VPL 기반 역조명 기법

인 Instant Radiosity(IR)[22]를 사용하여 더링하 다.

더링 결과, 실내공간의 쪽(이미지 상 오른쪽 )

에 치한 복수 원에 의한 효과가 사실 으로 반 되

어, 추정한 원을 기반으로 그려진 가상물체의 그림자

(a),(b)가 실제 환경에서 촬 된 그림자(c),(d)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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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세계 환경의 3차원 복원 결과로 얻

은 기하와 텍스쳐로부터 원의 3차원 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CPU 환경에서 개발된 기존의 median 

cut 기반 원 샘 링 기법을 GPU 환경에서 병렬 처리

하여 성능을 가속화하고, 3차원 복원 기하와 텍스쳐의 

매핑 정보를 토 로 2D 이미지 상에서 추정한 원의 3

차원 치를 획득할 수 있다. 그 결과 환경맵에서 원

을 추정했을 때에는 표 하지 못하는, 원의 명시  

치에 기반한 사실 인 그림자 효과를 그려낼 수 있었다.

본 기법은 2차원 이미지 상에서의 원 추정을 충분

히 빠르게 수행하여 기존 기법에 비해 8배 이상 빠른 

성능을 보 으며, 3차원 원 추정 역시 30fps로 실시간

에 합한 성능을 달성하 다. 그러나 원의 3D 치

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3D 모델의 정 들을 탐색하기 때

문에 모델 크기에 비례하여 수행시간이 증가하는 상

이 찰되었다. 따라서 이미지 상에서 얻은 원 치를 

토 로 3차원 치를 보다 효율 으로 찾는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 기법으로는 원의 방향은 악하지 못한다

는 단 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원의 치로 결

정한 정 의 인  면들로부터 법선벡터를 얻고 그 평균

을 원의 방향으로 정하는 기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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