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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geometric modeling of an object of interest has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in many fields including CAD/CAM and computer graphics. 

Traditionally, CAD and geometric modeling tools are widely used to 

create geometric models that have nearly the same shape of 3D real 

objects or satisfy designers’ intent. Recently, with the help of the 

reverse engineering (RE) technology, we can acquire 3D point data from 

the objects and create 3D geometric models that perfectly fit the 

scanned data more easily and fas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pproach for the generation of 3D 

geometric models based on a stereo vision system (SVS) using random 

pattern projection. In order to obtain reasonable results with the 

SVS-based geometric model generation, we deal with many steps 

including stereo vision system configuration, camera calibration, stereo 

matching, scanning from multiple views, noise handling, registration, 

merging, and triangular mesh generation. A triangular mesh is 

considered as the resulting geometric model.

 We first build up the measurement system, which is low-priced and 

easy to use. The system is composed of two cameras, two frame 



grabbers and a beam projector. We properly integrate stereo vision and 

shape construction techniques for smooth transition of data from 

measurement to registration and merging. We present a method for 

acquiring hight-quality stereo image matching with pixel-accurate 

correspondence information using random patterns projection. In order 

to acquire more accurate stereo matching, we project random patterns 

onto the object's surface using an LCD projector. We also describe 

efficient algorithms for processing measured 3D data including noise 

handling, registration and merging.

 With experiments using various random patterns, we have found that 

the proposed approach can generate 3D geometric models in good 

quality. Some examples are given to show the quality and usefulness of 

the approach.



- 1 -

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서론서론서론서론

1.1 1.1 1.1 1.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배경배경배경배경

CAD/CAM/CAE(computer-aided design,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 

컴퓨터 그래픽스, 의료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원하는 물체의 3차원 기하모델링

(geometric modeling) 기술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1-3]. 3차원 기하모델을 얻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대상 물체를 Unigraphics, Maya, 3D Studio 

Max 등과 같은 CAD 또는 기하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원하는 물체와 비슷

하거나 설계자 의도를 만족시키는 형상을 모델링 하는 방법과, 실제 물체의 형상을 

측정하여 얻어진 3차원 측정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여 기하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에는 전자의 방식이 많이 연구되었지만 최근에는 형상 역공학

(shape reverse engineering)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측정 기술들을 이용한 기하모

델 생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공학 기술에 

근거한 3차원 기하모델 생성에 대해 다룬다.

1.2 1.2 1.2 1.2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고찰고찰고찰고찰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이란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실물로부터 공학적인 

개념 또는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형상 역공학은 주어진 실물로부터 

얻어진 측정데이터를 바탕으로 CAD/CAM에 용이한 형상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역공학은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 NC가공, CAE, 오락, 문화 

콘텐츠분야 등의 여러 응용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이나 

콘텐츠 제작 기간의 혁신적인 단축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되는 실물 측정기술은 크게 접촉식 방법과 비접촉식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접촉식 방법으로는 접촉 프로브를 이용하는 CMM 등을 들 수 있고 비

접촉식 방법으로는 데이터 획득 방법에 따라 CT나 MRI 와 같이 투과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초음파, 레이저, moire, 빛 등 반사된 정보나 광학을 이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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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4,5]. 광학적 방법은 다시 능동과 수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스테레오 비전(stereo vision) 방법은 전통적으로 수동적 방법에 

속하지만 패턴 투영을 이용한 본 연구방법의 특징으로 능동적 스테레오 비전

(active stereo vison) 방법으로 분류된다. 그림 1은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

여준다.

그림 1. 3차원 데이터 측정 방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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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식 방법은 저렴하고 정확한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반면 측정 속도가 느

리고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자유 곡면이나 접촉 불가능한 재질의 경우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비접촉식 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

적인 예로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형상 측정기술은 인간의 시각기능을 모방한 방

법으로 저가로 구축할 수 있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측정된 데이터는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불규칙적인 형태를 

가지므로 CAD 모델 생성 시 숙련된 CAD 작업자의 오랜 작업시간을 필요로 한다. 

측정 방식의 특성상 CAD 모델을 한 번에 측정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에 대해 서로 다른 시점 또는 서로 다른 센서로부터 얻어진 두 개 이

상의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로 정합(registration)하고, 형상을 병합(merging)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합은 적용시키고자 하는 영상에 따라 4가지 종류인 멀티모델(multimodal) 

정합, 템플릿(template) 정합, 뷰포인트(viewpoint) 정합, 템포럴(temporal) 정합으

로 분류한다[6]. 멀티모델 정합은 서로 다른 센서로부터 얻어진 영상을 정합시키는 

방법으로, 건물, 도로 등을 인식하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7,8]. 템플릿 정합

은 영상내의 특정한 패턴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자인식, 서명판정, 활주로 위

치 판정 등과 같이 전체 중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인식하는데 사용된다[9]. 뷰포인트 

정합은 다른 관점에서 얻어진 영상을 정합하는 방법으로서, 3차원 영상에서의 형태 

복원을 위한 스테레오 매핑, 물체추적 및 영상 시퀀스 해석에서도 적용된다. 예로

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과 같이 다른 각도에서 대상 물체를 촬영한 후, 두 영상

을 정합시켜 물체를 3차원으로 복원하는데 뷰포인트 정합을 사용한다[10-13]. 마

지막으로, 템포럴 정합은 다른 조건 또는 다른 시간에서 얻어진 같은 배경의 영상

을 정합하는데 사용되며, 도시발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나, 다른 시간에 

얻어진 영상을 정합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합 기법으로는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크게 특징 기반

(primitive-based) 방법과 형상 기반(surface-based) 방법으로 나누어진다[6].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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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기반 방법은 영상에서 특징 점, 윤곽선 또는 표면조각을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

법으로서, 이 방법은 형상 기반 방법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형상 기반 방법은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두 영상간의 사전정보

가 요구되며, 두 영상간의 움직임이 적어야 하고 잡음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역공학 기술은 기존에 실물을 CAD 시스템이나 그래픽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 실물과 똑같이 드로잉 하는 시간을 절약시켜준다. 많은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

하고 실제 현장에서 3차원 측정기 사용이 제한적이며[14], 역공학 기술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역공학 기술의 핵심요소인 측정 장비와 정합 시스

템은 각각 독립된 분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측정 장비는 영상신호 처리나 컴

퓨터 비전 연구그룹에서 연구되고, 정합 및 기하모델 생성의 경우 CAD나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그룹에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분야에 대한 이해보

다는 각 분야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둔 독립적인 시스템들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의 시스템들을 측정에서 정합까지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특정 측정기에 적합한 정합 시스템, 정합을 고려한 측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미

흡한 실정이다. 또한, 역공학용 3차원 측정기는 드로잉 툴에 비해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되므로,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이 요구된다. 한편, 

측정된 데이터를 후처리 및 정합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어렵고 복잡한 

개념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역공학 기반 3차원 형상모델생성

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방안에 대한 연구가 된다[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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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1.3 1.3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는 두 개의 CCD 카메라와 LCD(liquid crystal display) 프로젝터를 

이용한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stereo vision system) 기반 3차원 기하모델 생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면이나 배경 텍스쳐(texture)에 의해 영상 

일치점(correspondence)의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빔 프로젝터로 물

체 표면에 랜덤 무늬를 투영함으로써 영상 일치점을 효율적으로 찾는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 기하모델로서 삼각형들의 집합인 삼

각망(triangular mesh)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측정에서 정합까지의 실제 시스템 구성과 원활한 데이터 흐름에 필요한 지식 

및 고려 사항 제시.

측정과 정합은 각각의 고유 영역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두 분야의 통합을 

위한 각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과 통합을 위한 장치가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측정을 위한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구축에서 최종 기하모델을 생성하는 

정합 과정까지의 진행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테스트 영상이 아닌 실제 3차원 물체

의 기하모델 생성 과정을 구축해 봄으로서 고려해야할 사항과 정합을 고려한 측정 

단계에서 사용한 효율적인 장치 등을 제시하고 삼각망 품질에 도움이 되는 고려 

사항들을 소개한다.

(2) 구성이 용이하며 저가의 측정 시스템 구성.

여러 측정 장비가 고가 장비거나 구축이 힘든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비교적 

저가이며, 구축이 단순한 측정시스템인 스테레오 비전측정기를 실제로 구축하고 효

율적인 측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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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테레오 비전문제에서 효율적인 스테레오 매칭(stereo matching) 방법 연구.

기존 스테레오 비전 연구에서 영상 대응점(correspondence)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16-19,31-33]. 하지만 하나의 실제 물체의 

3차원 복원 보다는 실험 영상을 이용하거나 혹은 배경을 포함한 전체 영상의 거리 

정보 축출을 위한 연구여서, 실제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하여 문화재나 캐릭터

(character) 등의 실존하는 물체의 정밀한 3차원 측정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

다. 본 연구는 표면이나 배경 무늬(texture)에 의해 영상 일치점의 정확도가 달라

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LCD 프로젝터로 물체 표면에 랜덤 무늬(random pattern)

를 투영함으로써 스테레오 매칭 과정의 일치점을 효율적으로 찾는 연구를 진행한

다. 이는 물체의 표면에 무늬가 없거나 단순한 모델에서도 스테레오 비전을 효과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측정 데이터 효율적 처리과정 연구.

측정된 데이터는 잡음을 포함한 한쪽 방향의 점군(point cloud)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방향의 데이터를 쉽게 정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로 하는데, 이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환경 변수

들을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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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 1.4 1.4 논문 논문 논문 논문 구성구성구성구성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3차원 기하모델 생성 과정을 보여준다. 측정

하려는 물체에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랜덤 패턴을 투영한 후, 카메라 보정을 통해 

구축된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하는 물체의 형상을 여러 방향에서 측

정하고 잡음부분을 제거하였다. 그 후 점 데이터를 연결하여 삼각망으로 만들고, 

생성된 삼각망들 중 공통된 영역을 바탕으로 정합(registration)을 수행함으로써 결

과 삼각망을 생성한다.

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 영 상 획 득영 상 획 득영 상 획 득영 상 획 득

영 상영 상영 상영 상 보 정보 정보 정보 정 (rectification)

영 상영 상영 상영 상 전 처 리전 처 리전 처 리전 처 리 및및및및 R O I M ask

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 매 칭매 칭매 칭매 칭 (stereo  m atching)

3차 원차 원차 원차 원 거 리거 리거 리거 리 복 원복 원복 원복 원

3차 원차 원차 원차 원 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 편 집편 집편 집편 집

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 정 합정 합정 합정 합 (reg istration)

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 병 합병 합병 합병 합 (m erg ing)

삼 각 망삼 각 망삼 각 망삼 각 망 생 성생 성생 성생 성 (triangular m esh)

카 메 라카 메 라카 메 라카 메 라 보 정보 정보 정보 정 (C alibration) 패 턴패 턴패 턴패 턴 투 영투 영투 영투 영

측 정측 정측 정측 정 시 스 템시 스 템시 스 템시 스 템

정 합정 합정 합정 합 시 스 템시 스 템시 스 템시 스 템

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 영 상 획 득영 상 획 득영 상 획 득영 상 획 득

영 상영 상영 상영 상 보 정보 정보 정보 정 (rectification)

영 상영 상영 상영 상 전 처 리전 처 리전 처 리전 처 리 및및및및 R O I M ask

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스 테 레 오 매 칭매 칭매 칭매 칭 (stereo  m atching)

3차 원차 원차 원차 원 거 리거 리거 리거 리 복 원복 원복 원복 원

3차 원차 원차 원차 원 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 편 집편 집편 집편 집

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 정 합정 합정 합정 합 (reg istration)

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데 이 터 병 합병 합병 합병 합 (m erg ing)

삼 각 망삼 각 망삼 각 망삼 각 망 생 성생 성생 성생 성 (triangular m esh)

카 메 라카 메 라카 메 라카 메 라 보 정보 정보 정보 정 (C alibration) 패 턴패 턴패 턴패 턴 투 영투 영투 영투 영

측 정측 정측 정측 정 시 스 템시 스 템시 스 템시 스 템

정 합정 합정 합정 합 시 스 템시 스 템시 스 템시 스 템

그림 2. 3차원 기하 모델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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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측정시스템에서 사용한 실제 장비들과 이 장비들을 이용한 기구부 

설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또한 측정 환경과 측정에 적합한 대상에 대해서도 기술하

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된 기구부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기위한 스테레오 

비전에 대한 이해와 실제 구현한 방법에 대해 기술 하였다. 특히 실제 3차원의 물

체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랜덤 패턴 투영과, 배경이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관심영역(ROI) 마스크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측정된 여러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하나의 완전한 모델로 생성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했

다. 특히 기하모델 생성과정 중 점 처리 과정에서 고려사항들과, 여러 데이터를 하

나의 좌표계로 이동시켜주는 정합(registration)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

다. 5장에서는 여러 패턴을 이용한 측정 정확도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와 여러 패

턴을 이용하여 실제로 비너스 석고상에 투영하여 3차원 기하모델 생성한 과정과 

결과를 기술했다. 6장은 결론 및 향후 보충 연구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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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구성 구성 구성 구성 및 및 및 및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선정선정선정선정

2.1 2.1 2.1 2.1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구성구성구성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원 형상모델 생성 시스템은 모델을 측정하는 측정 시

스템과 측정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합하는 정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측정 시스

템으로는 두 대의 카메라와 LCD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시각과 같은 거리인

식 방법을 응용한 스테레오 비전 기반 3차원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3에

서와 같이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은 두 대의 CCD(charge-coupled device) 카메라

와 두 영상을 받아 처리해주는 두 개의 프레임 그래버(frame grabber), 패턴을 투

영하는 LCD 프로젝터, 동기신호(synchronized signal)를 맞추는 연결 케이블, 카

메라 수평을 고려한 고정 틀로 구성되었다.

XC-555

XC-555

Meteor II 

Meteor II

Computer PCI Slot

Display deviceDisplay deviceDisplay deviceDisplay device

LCD
프로
젝터

XC-555

XC-555

Meteor II 

Meteor II

Computer PCI Slot

Display deviceDisplay deviceDisplay deviceDisplay device

LCD
프로
젝터

그림 3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구성도

카메라는 SONY XC-555을 사용하였으며 렌즈는 16 mm 렌즈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카메라가 실제 모델을 최소한의 왜곡으로 받아들이며, 또

한 조명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카메라의 세부사양

(specifications)은 표 1과 같다. SONY XC-555의 경우 작은 크기(22 x 22 x 75 

mm)에 비해 대형 CCD (1/2 CCD)을 사용하여 외곡을 최소화 하면서 받아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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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이 많아 영상 해석에 도움이 된다. 렌즈의 경우도 16 mm 렌즈를 사용하여 

100 cm 거리의 모델을 측정 시 최적의 화각을 고려하였다[20]. 

표 1. Sony XC-555 카메라 사양

모델영상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주는 프레임 그래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eteor-II/Standard 보드를 사용하였다[21]. 두 대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기 위해 프레임 그래버로 들어오는 영상의 동기를 맞추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카메라 사이에서 동기신호를 맞추어주는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여 트리거

(Trigger) 역할을 보조하도록 제작하였다.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외관은 에피폴

라(epipolar) 제약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메라의 수평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LCD 프로젝터는 Hitachi CP-X885를 사용하였다. XGA(1024 x 768)급 해

Pickup Pickup Pickup Pickup devicedevicedevicedevice Interline transfer 1.2-type CCD

Color Color Color Color filterfilterfilterfilter Complementary color mosaic

Effective Effective Effective Effective pixelspixelspixelspixels Approx. 380,000 dots, 768(H) * 494(V)

Output Output Output Output video video video video pixelspixelspixelspixels 768(H) * 485(V)

Lens Lens Lens Lens mountmountmountmount Special mount (NF mount)

Sync Sync Sync Sync systemsystemsystemsystem Internal/External( 본 과제에서는 Internal sync을 사용)

SensitivitySensitivitySensitivitySensitivity 2000 lux at F8, AGC::OFF(0 dB)

Shutter Shutter Shutter Shutter speedspeedspeedspeed 4 speeds selectable : 1.60 sec.(OFF), CCD IRIS, and FLICKERLESS

CCD CCD CCD CCD IRISIRISIRISIRIS 1/60 to 1/4000 sec.

White White White White BalanceBalanceBalanceBalance ATW(Auto Tracing White balance), 3200K, 5600K, and Manual

Dimensions Dimensions Dimensions Dimensions 22* 22 * 75 (mm)

MassMassMassMass 60g (2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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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와 3500 ANSI 의 밝기, 600:1의 명암 비를 갖추고 있다. 두 영상에서 대응점

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한 랜덤 패턴은 임의의 점들이나 무늬를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제작하여 교육용 LCD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물체에 투영하였다.

카메라 모델(camera model)은 카메라 사이의 광축이 평행한 평행(parallel 

또는 non-convergence)카메라 모델과 광축이 수렴하는 수렴(convergence 또는 

non-parallel) 카메라 모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22,23]. 본 시스템에서는 평행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여 외관을 설계하였다. 카메라 사이의 수평 차에 따라 대응점

을 찾는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카메라 사이의 간격은 사람의 두 눈 사이의 

거리의 평균값(6.5 cm)과 비슷한 6 cm 로 설정하였다. 카메라 사이의 거리 또한 

모델의 3차원 거리를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한다. 그림 3은 시스템 구

성을 보여주며, 그림 4는 실제 측정 시스템과 환경이다.

2.2 2.2 2.2 2.2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모델 모델 모델 모델 선정선정선정선정

본 연구에서는 소형 부품이나 CAD 데이터 혹은 디자인에 사용될 데이터 생

성을 목표로 가로, 세로 10~90 cm 정도 크기의 모델을 3차원 형상 복원의 대상

으로 하였다. 스테레오 비전 측정기의 특성상 빛 반사에 민감하거나, 유리와 같이 

투과성이 있는 모델은 피하고 석고상이나 나무 등의 재질로 된 모델을 선정하였다. 

측정거리는 100 cm 정도의 거리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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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테레오 비전 측정 시스템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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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3333차원 차원 차원 차원 형상 형상 형상 형상 측정측정측정측정

3.1 3.1 3.1 3.1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비전비전비전비전

인간의 시각 체계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획득된 두 영상을 적절히 매칭함으

로써 거리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레오 비전(stereo vision)은 인간 

시각 체계의 거리 추출 능력을 자동화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분

야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초음파와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빛의 비행시간과 

속도의 함수로써 거리를 측정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 응용환경의 제약을 적

게 받는다는 장점 때문에 의료영상, 공장자동화 및 지도 제작에 널리 이용된다

[24].

시차(parallax)는 두 눈의 고정거리에 의해 주어지는 좌우 눈에서 인식하는 

영상에 있어서의 변위 즉, 두 영상의 불일치(binocular disparity) 정도를 나타낸

다. 두 영상의 불일치는 3차원 장면을 볼 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투사되는 영

상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두 눈에 맺히는 상의 불일치로 인해 우리는 

입체영상을 지각하게 된다. 두 눈은 약 65 ㎜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약간 다른 각도에서 대상물을 쳐다보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눈에 들어오

는 이미지는 서로 상이한 상을 갖게 되며 이 정보를 뇌에서 융합하여 깊이를 갖는 

이미지로 처리하게 된다. 우리의 두 눈의 시차(시각 차)가 클수록 물체는 가깝게 

존재하는 것으로 느끼고 시차가 작을수록 물체가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된

다. 그림 5는 양안 시차와 거리정보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며, 그림 6은 이러한 양

안 시차의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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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양안 시차와 거리정보 

P2

P1

Right EyeLeft Eye
Fovea

+- + -δ1δ1δ1δ1 δ2δ2δ2δ2

i

c d

αααα

ββββ

그림 6. 양안 시차의 원리

그림 6에서 점 과 점 에서 각각 두 눈의 초점을 맞추면 각 점으로부터 

좌우 각막에 닫는 차이 각은 각각  , 가 된다. 점 P1을 포함한 큰 삼각형 내각

의 합          이며, 점 P2를 포함한 작은 삼각형 내각의 합 

      이 되므로 두 식을 연립하면 식(3.1)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1 2α β δ δ− = +    (3.1)

특히 1 2δ δ+ 는 망막 시차(retinal disparity)라 하며 두 점과 각각 이루는 

각 α 와 β 사이의 차와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느끼는 깊이감은 망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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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안시차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구성해야 하며, 크게 두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23,24]. 먼저 평행한 렌즈의 

광축과 평행한 카메라의 광축을 갖는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평행 

카메라 모델(parallel camera)은 복잡한 계산과 기하학적 변형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카메라 모델이다. 이러한 카메라 모델에서는 두 카메라의 광축이 서로 평

행하기 때문에 한 장면에 대해 보다 많은 양의 일치하는 화소를 얻기 힘든 단점이 

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좌ㆍ우 영상의 기하학적 변형은 

거의 없지만, 대응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멀어지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수

렴식(converging camera) 방식으로 이것은 두 카메라 축과 렌즈 축이 수렴하도록 

서로를 향해서 회전된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수렴 카메라 모델은 광축이 같은 점

을 바라보는 형태이므로 좌ㆍ우 영상에서 평행 카메라 모델보다 많은 양의 일치하

는 화소를 얻을 수 있으나, 얻어진 두 영상간의 기하학적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처

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그림 7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카메라로 구

성한 평행식 및 수렴식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  

           

(a) 평행식 카메라 구조 (b) 수렴식 카메라 구조

그림 7. 평행식 및 수렴식 스테레오 카메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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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간의 시각 시스템(HVS; human visual system)은 대부분 수

평시차에 의해 물체의 원근을 감지하게 되므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수직시차가 거

의 없고 수평시차만이 존재하는 평행식 스테레오 카메라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8은 평행식 카메라를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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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평행식 카메라 도식

그림 8은 광축M, N이 서로 평행하며, 한 점 P(x,y,z)를 주시하고 있다. 는 

카메라와 물체까지의 거리이고, 는 카메라 사이의 거리(base line)를 나타낸다. 그

리고 는 카메라 초점 거리, 과 은 렌즈에 맺히는 좌우 영상의 위치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8의 평행식 구조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4,22,23]. 닮은꼴 삼각형(similar triangles) 과 에서 식(3.2)을 얻을 

수 있다.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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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닮은꼴 삼각형 과 에서 식(3.3)을 얻을 수 있다.

      - =                     (3.3)

그리고 식(3.2)와 식(3.3)을 z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      (3.4)

식(3.4)을 통해 카메라 사이의 거리 b 와 초점 거리 f 는 고정된 값이므로 

- 에 의해서 거리 z 가 결정되게 된다. 이때 ,,,와  는 같은 단위에서 

측정되어야 하고, , , 0와  는 화소 단위가 된다. 위 식을 통해 두 영상에서의 

차인 변위(disparity) d 는 식(3.5)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     (3.5)

거리 z 는 변위 d 와 반비례관계이며 z 는 렌즈간의 거리 b 에 비례하므로 b 

가 커지면 더 정밀한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b 가  너무 커지면 영상 내 물

체의 변이가 커지고 영상의 왜곡이 심해져서 폐색에 의한 대응점의 유실 등의 문

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한 렌즈간의 거리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물체는 그림 9와 같이 f 을 중심으로 한 원근 변

환을 통해 2차원 영상 평면으로 사상되므로, 이는 식(3.6)과 같이 영상 좌표계에서 

검출된 위치 좌표와 닮은꼴 삼각형을 이용하여 실제 공간상의 좌표(X, Y)가 검출

될 수 있다.

=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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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  

(X,Y,Z)

x, X

y, Y

( i, j)

Image plane

Center of 
lens (0,0,f)

f

그림 9. 카메라 좌표계와 실 좌표계의 원근변환기법

  

3.2 3.2 3.2 3.2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보정보정보정보정

카메라 보정(camera calibration)은 로봇틱스(robotics)와 스테레오 비전 등

의 컴퓨터 비전이나 광학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카메라 보정은 2차원 평

면의 점이 실제 3차원의 어떤 점과 대응되는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

부 인자(intrinsic parameters)와 외부 인자(extern parameters)를 찾는 과정이다. 

보정 방법에는 형태를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을 놓고 그것을 관측함으로써 보정을 

수행하는 방법과 이와는 달리 미리 알고 있는 형태를 놓지 않고 형태를 모르는 세

계를 관측함으로써 보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20, 25-29].

본 시스템에서는 격자무늬의 체스 판 패턴을 이용한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

다. 이미 알고 있는 패턴과 이를 이용한 보정관계를 그림 10,11 이 보여주고 있다.  

카메라 보정과정은 다음의 두 단계가 있다.

[단계1] 3차원 점과 그 2차원 점 사이의 사영(perspective)을 결정하는 사영행렬

을 구한다.



- 19 -

[단계2] 사영행렬로부터 내부변수와 외부변수를 구한다.

사영행렬이 구해지면 응용 영상을 입력할 경우 사영 역행렬을 이용하여 2차

원의 점을 3차원의 점으로 복원할 수 있다.  

     

(a) left image (b) right image

그림 10. 카메라 보정에 사용한 격자무늬 패턴

   

Calibration 패턴

R, T

(u, v)

영 상

Y X

Z

그림 11.   3차원 형태를 알고 있는 패턴을 관찰하고 3차원 점과 그 2차원상의    

            좌표와의 관계

3.2.1 3.2.1 3.2.1 3.2.1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모델과 모델과 모델과 모델과 중심사영중심사영중심사영중심사영

일반적으로 카메라 모델은 핀홀(Pin-Hole) 카메라 모델을 사용한다. 핀홀 카

메라는 중심사영(perspective projection)을 하는데, 중심사영이란 영상 평면으로

부터 초점 거리 만큼 떨어진 곳에 평행한 면 F를 두고, 그 위에 점 C(핀홀)를 뚫

고, 물체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점 C(핀홀)을 통하여 영상 평면에 상을 맺히는 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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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그림 12는 핀홀카메라 모델의 중심사영을 보여주고 있다. 점 C를 렌즈

중심(focal point), 또는 초점(focus), 면 F를 초점면(focal plane), 렌즈중심부터 

영상평면까지의 거리 f를 초점거리(focal length)라고 한다. 점 C를 통해 영상평면

에 수직인 선을 광축(optical axis)이라 하고 그것과 영상평면과의 교점 C를 영상

중심(principal point)이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광축은 초점면에도 직교한다. 이와 

같은 모델은 CCD(charge-coupled devices, 전자결합소자) 카메라를 정확히 기술

하고 있다.

                                        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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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핀홀 카메라의 중심사영

3.2.2 3.2.2 3.2.2 3.2.2 카메라의 카메라의 카메라의 카메라의 내부변수와 내부변수와 내부변수와 내부변수와 외부변수외부변수외부변수외부변수

카메라의 모델을 결정 하는 데는 영상의 중심의 위치, CCD 와 Pin-Hole의  

사이의 거리(Focus Length)를 구하고, 영상의 두 좌표축의 스케일 값을 구하는 것

(즉, 화소가 정사각형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실제 영상의 두 좌표의 사이 각을 고

려  해야 한다. 여기서 카메라 내부변수가 정의 되는데, 카메라 내부변수는 카메라 

내의 오차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상적인 핀홀 카메라는 렌즈에 의한 왜곡도 

카메라에 의한 오차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 카메라는 내부변수 값들에 의해서 

영상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내부변수행렬을 정의하려면 아래 그림 13의  축과  축이 직각이 아니고 

화소의 가로, 세로 단위 길이를 라 놓고 영상의 중심을 0, 0 라 설정한다. 

영상의 어느 한 점을 선택하여 m이라 놓고 이 점의 ,  축에서의 좌표와 영상 중

심의 0, 0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면 아래 절차에 의해 식 3.9와 같은 행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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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진다.

그림 13. 카메라 내부변수

내부변수를 구하기 위해 u 와 v 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cot uykxku uu +−= θ , 0sin/ vykv v += θ     (3.7)

식(3.7)을 행렬 형태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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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P  행렬에서 ufk  와 vfk  를 uα  와 vα  로 치환하면 식 3.9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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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A는 카메라의 내부변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카메라 내부행렬이라 부른다. 

00 ,,,, vuvu θαα  라 하는 5개의 변수는 카메라 고유의 것으로 내부변수라 부른다.

 카메라의 외부 변수는 회전행렬(rotation matrix)과 평행이동 행렬(translation 

matrix)로 나타낸다. 내부 변수와는 상관없이 물체의 회전과 평행이동 하고만 관계가 

있다. 즉 3차원 공간상의 좌표에서 물체가 정의되면 카메라로 투영될 때 관측점(카메

라의 위치)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만을 나타낼 뿐이다. 즉 시각

좌표계로 바꿀 때는 회전과 평행이동 변환만 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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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카메라 외부변수

3.2.3 3.2.3 3.2.3 3.2.3 투영행렬투영행렬투영행렬투영행렬(perspective (perspective (perspective (perspective matrix)matrix)matrix)matrix)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카메라 보정 방법으로 앞에서 설명한 카메라 내

부변수를 찾는 방법을 보여준다. 표 2은 카메라 보정에 사용된 내부변수들이다

[28,29].

표 2.  카메라 내부변수

 카메라 좌표의 3차원 점 P P P P = = = = (X(X(X(X, , , , YYYY, , , , ZZZZ))))

 는 내부변수(fc, cc, alpha_c, 

Kc)에 의해 우리가 보는 화면 좌표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서 변환 사영된다. 

XXXX는 왜곡되지 않고 일반화된 이미지 사영(normalized image projection)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ocal length(fc) The focal length in pixels (mm) 2x1 vector

Principal point(cc) The principal point coordinates 2x1 vector

Skew coefficient 
(alpha_c)

The skew coefficient defining the angle 
between the xand y pixel axes

scalar

Distortions(Kc)
The image distortion coefficients(radial and 
tangential distortions)

5x1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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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위 사영을 통해 점 P를 이미지 평면에 투영시킨다. 렌즈 왜곡(lens 

distortion, Kc)을 포함한 변형 사영행렬 XXXX 는 다음과 같다. 

 (3.11)  

여기서, rrrr    = = = = xxxx    + + + + yyyy    이고,    dddd는 탄젠셜 왜곡 벡터(tangential distortion vector)

로 다음과 같다. 

          (3.12)

마지막으로, 왜곡된 이미지 좌표는 다음의 행렬 P를 통해 픽셀 좌표 x_pixel x_pixel x_pixel x_pixel = = = = 

(x(x(x(xpppp, , , , yyyypppp))))
TTTT로 사영된다.

  (3.13)

따라서, 픽셀 좌표 벡터 x_pixelx_pixelx_pixelx_pixel 과 왜곡된 좌표 벡터 xxxx는 다음의 선형 방정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3.14)

여기서, KK 는 카메라 내부 변수로서 다음과 같다.

                 (3.15)

여기서, KK 의 변수 값만 구하면 역행렬을 이용하여 왜곡된 점의 실제 좌표를 구

할 수 있다. KK의 변수는 2.1.4 절에서 매틀랩(matlab)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위의 

카메라 보정과 좌표계 변환 순서를 정리하면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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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 Yw, Zw) 3D world coordinate

Step 1: Rigid body transformation: R, T

(Xc, Yc, Zc) 3D camera coordinate

Step 2: Pin hole perspective projection: xn

(x, y) Undistorted image coordinate

Step 3: Radial & tangential lens distortion: Xd

(Xd(1), Xd(2)) Distorted image coordinate

Step 4: Scanning, frame grabber sampling: P

(Xp, Yp) Frame memory coordinate

(Xw, Yw, Zw) 3D world coordinate

Step 1: Rigid body transformation: R, T

(Xc, Yc, Zc) 3D camera coordinate

Step 2: Pin hole perspective projection: xn

(x, y) Undistorted image coordinate

Step 3: Radial & tangential lens distortion: Xd

(Xd(1), Xd(2)) Distorted image coordinate

Step 4: Scanning, frame grabber sampling: P

(Xp, Yp) Frame memory coordinate

그림 15. 카메라 보정과 좌표계 변환

3.2.4 3.2.4 3.2.4 3.2.4 매틀랩매틀랩매틀랩매틀랩(matlab)(matlab)(matlab)(matlab)을 을 을 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보정보정보정보정

카메라 보정을 위해서는 고차원의 비선형 방정식과 역행렬을 풀어야 하는 어

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J. Y. Bouguet에 의해 개발된 

Camera Calibration Toolbox for Matlab을 이용하였다[29]. 먼저 그림 16에서와 

같이 카메라 보정에 사용한 체스보드를 양쪽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 방향에서 촬

영을 한다. 이때 빛 반사에 의한 체스보드의 교차점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하여 

촬영한다. 그런 다음, 그림 17에서와 같이 촬영된 이미지의 기하학적 변형을 찾기 

위해 매틀랩으로 영상을 불러온다.



- 25 -

 

(a) Left camera

(b) Right camera

그림 16. 카메라 보정을 위한 체스보드 촬영

그림 17. 격자 체스보드영상을 매틀랩으로 불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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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에서와 같이 이미지들의 각 모서리 점과 격자간격의 숫자를 지정해준

다. 각 모서리 점을 지정할 때 모든 영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순서대로 지정해준다.

그림 18. 각 영상의 모서리 점 4개와 Row와 Column 의 숫자를 입력

각 영상의 모서리 점과 Row와 Column의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스보

드의 격자점에 해당하는 점들이 찾아지게 된다. 그림 19의 사각모양의 점이 격자

점에 해당한다. 

그림 19. 각 영상의 격자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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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점이 찾아지면 각 영상에서 영상의 왜곡 정도가 계산되어 표 3와 같은 

결과 값이 얻어지게 된다.

표 3  측정된 카메라 내부변수

Left camera Right camera

fc
1652.89410203602

1583.74737705477

1614.14317956599 

1548.47210407511 

cc
413.319623289494

187.353267051806 

467.385426473548 

188.501599150031

alpha_c 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kc

-0.3048473299340 

-0.9129590595473

-0.0092955642571

-0.0370347807327

-0.1429852019496

-4.6213314752210

-0.0138682965390

-0.0287697728536

표 3의 내부변수를 이용하여 3.3 절에서 설명할 영상보정이 이루어진다. 카

메라 렌즈의 초점거리가 달리지면 카메라 내부변수의 값도 달라지므로 줌 렌즈를 

사용할 경우 초점 거리를 고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특히 미세한 충격이나 틀

어짐에도 카메라 내부 변수 값의 변동이 심하므로 주의 한다. 또한 카메라 보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많은 이미지를 촬영하여 카메라 내부변수를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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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3.3 3.3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영상획득영상획득영상획득영상획득

거리 정보를 얻기 위한 기본 단계는 영상 획득, 영상 보정(image 

rectification), 스테레오 매칭(stereo matching), 변위(disparity) 추정, 변위로부터

의 거리계산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0은 거리 정보를 얻기 위한 세부 단계를 

보여준다.

 

ROI mask 

영상영상영상영상 보정보정보정보정 (Rectification) 영상영상영상영상 보정보정보정보정 (Rectification)

영상영상영상영상 전처리전처리전처리전처리 (Preprocessing) 영상영상영상영상 전처리전처리전처리전처리 (Preprocessing)

좌측좌측좌측좌측 영상영상영상영상 (Left Image) 우측우측우측우측 영상영상영상영상 (Right Image)

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 매칭매칭매칭매칭 (Stereo Matching)

후처리후처리후처리후처리 (Postprocessing)

변위도변위도변위도변위도 작성작성작성작성 (Disparity Map)

3 차원차원차원차원 거리거리거리거리 계산계산계산계산

3 차원차원차원차원 점점점점 좌표좌표좌표좌표 (3D Points)

ROI mask 

영상영상영상영상 보정보정보정보정 (Rectification) 영상영상영상영상 보정보정보정보정 (Rectification)

영상영상영상영상 전처리전처리전처리전처리 (Preprocessing) 영상영상영상영상 전처리전처리전처리전처리 (Preprocessing)

좌측좌측좌측좌측 영상영상영상영상 (Left Image) 우측우측우측우측 영상영상영상영상 (Right Image)

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스테레오 매칭매칭매칭매칭 (Stereo Matching)

후처리후처리후처리후처리 (Postprocessing)

변위도변위도변위도변위도 작성작성작성작성 (Disparity Map)

3 차원차원차원차원 거리거리거리거리 계산계산계산계산

3 차원차원차원차원 점점점점 좌표좌표좌표좌표 (3D Points)

그림 20. 3차원 거리정보 계산 절차

CCD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현실의 모델이 렌즈를 통해서 사각의 CCD로 

상이 대응되므로, 영상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왜곡된 영상을 카메라 보정을 통해 

얻어진 내부 인자를 이용하여 영상을 펴주는 영상보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21은 2.1 장에서 구한 카메라 변수 행렬 KK(식 3.15)을 이용하여 실제 영상을 보

정한 영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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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정 전 영상     (b) 보정 후 영상

그림 21. 영상 보정 전후

본 연구에서는 각 영상에서의 밝기균등과 배경 분리를 위해 관심영역(ROI)을 

찾아주는 ROI(region of interest)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ROI 마스크는 패턴을 투

영하지 않은 영상을 영상처리 과정을 통해 대상 물체 부분만을 검출 하였다[30]. 

이 마스크의 이용은 측정 작업이 한 번 더 필요로 하지만 스테레오 매칭 시간을 

줄이고 양 쪽 이미지에서의 명함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정확한 대응점을 찾도록 도

와준다. 또한 실제 형상보다 작게 오프셋(offset)을 주어 대상물체의 가장자리에서 

빔 프로젝터의 패턴의 늘어짐으로 인한 잘못된 매칭을 줄일 수 있고, 특히 3차원 

정합(registration) 작업 중 배경과 경계면에 의한 잡음을 없애주므로 3차원 정합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그림 22는 비너스 석고상의 측정에 사용한 

ROI 마스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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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너스 석고상 (b) ROI 마스크 

그림 22 비너스 석고상과 ROI 마스크

3.4 3.4 3.4 3.4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매칭매칭매칭매칭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매칭의 목표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한 물체를 촬영한 

두 장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깊이(depth)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다. 깊이 정보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3D 공간에서 물체가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떨

어져 있는지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깊이 

정보를 가지는 이미지는, 카메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물체를 그레이 영상(gray 

level) 255 값에 가깝게 나타내며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일수록 0에 

가까운 색으로 표현 된다. 이러한 깊이 정보를 가지는 이미지를 변위도(disparity 

map)라 한다.

스테레오 매칭은 정합 요소에 따라 크게 영역기반(area-based), 특징기반

(feature-based), 에너지기반(energy-based)법으로 나눌 수 있다. 영역기반 방법

에서의 매칭 요소는 밝기 정보의 변화가 평탄하거나 동일한 영역의 모양, 평균 밝

기 및 면적 등을 이용한다[16-18,31,32]. 이 매칭 요소(matching primitive)는 밝

기 정보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잡음에 약한 면이 있지만 영상의 전체 거리 정보

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징기반에 사용되는 매칭 요소는 영 교차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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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 모서리, 마루, 골, 원추 곡선 등이 있다[33]. 이들은 정합점이 정확하고 잡음

에 강한 특징을 가지나, 정합 되어지는 점들이 적으므로 전체 영상의 변위 값을 구

하기 위해서는 폐색 모델링(occlusion modeling)과 변위 연속성(disparity 

continuity) 들을 포함하는 어려운 보간(interpolation)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에너지 기반 방식은 스테레오 정합에서 제 3의 방식으로 영역기반이나 특징 기반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19]. 베이시안 추론(Bayesian 

reasoning)을 적용해 유도된 에너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매칭 문제를 최소화 

문제와 정칙화(regularization) 문제로 표현하여 반복법으로 변이를 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스테레오 매칭 과정을 수행 후 각 영상에서 좌우 대응점이 결정되는데, 이 

대응점들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간단한 

삼각법(3.1절 식3.4)을 통해 거리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림 23은 비너스상의 스테

레오 이미지와 변위도(disparity map)를 보여준다.

그림 23. 비너스상의 스테레오 영상과 변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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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3.4.1 3.4.1 3.4.1 비용 비용 비용 비용 함수함수함수함수(Cost (Cost (Cost (Cost Function)Function)Function)Function)

두 영상에서 대응점의 유사성(similarity)을 판단하기 위해 영역기반(또는 밝

기기반)의 유사성 함수를 주로 사용한다. 우측 영상이 고정된 창을 기준으로 좌측 

영상을 탐색하면서 비용을 구한다. 이러한 함수는 영역기반의 매칭에 주로 사용하

며 매칭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 최소 비용을 선택하느냐 최대 비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소화 비용 함수와 최대화 비용 함수로 나뉜다[16-18]. 영역기반의 최소화 

비용 함수에는 SSD(sum-of-squared differences), SAD(sum-of-absolute 

differences), MAD(mean-of-absolute differences)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역기반의 최대화 비용 함수도 NSSD(normalized sum-of-squared differences), 

NC(normalized correlation), NCC(normalized cross correlation), 

ZNCC(zero-mean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소와 비용 함수의 결과 값은 오차 또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 값이 작을수

록, 최대화 비용함수는 그 값이 클수록 매칭 위치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

로 유사성 판단을 위한 비교 방법으로 영역기반의 블록 매칭(block matching)을 

주로 사용하며 특정 크기의 블록을 우측 영상을 기준으로 좌측 영상을 탐색하여 

블록 내의 화소들의 밝기를 서로 비교해 유사성을 판단한다. 탐색(또는 블록) 창의 

크기는 ×  이라고 하고 변이 dddd 는 수평선을 따라 이동한 거리라고 IL과 IR은 

좌우영상이라 하면 SSD, SAD, MA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1)

             (3.2)

              (3.3) 

매칭 위치는 비용 중에 최소의 값을 갖는 d 위치이므로 한 점의 좌표 (x,y)

에 서의 변이 dc(x,y)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는 SSD, SAD, MAD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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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의미한다.

                     (3.4)

제한된 변위 탐색범위가     라고 하고 탐색 가능한 범위에 대한 집

합을 D =   ⋯   라고 정의 하면, 깊이 해상도(depth resolution)라고도 

불리는 최대 변이 탐색범위의 크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17].

                                              (3.5)

본 연구에서는 SA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변위 탐색 범위는 100 cm 정

도의 거리에서 640x480 영상으로 측정을 실시하였으므로 disparity min 과 max 

는 30 ~ 170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3.4.2 3.4.2 3.4.2 3.4.2 영역기반영역기반영역기반영역기반(Area-based) (Area-based) (Area-based) (Area-based)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매칭매칭매칭매칭

한 영상에서 특징을 포함한 일정 영역의 영상조각을 가지고 다른 영상과 상

관관계(correlation)를 이용하여 대응영역을 찾는 방법인데, 두 영상의 화소의 밝기 

값이 직접 매칭에 사용되므로 매칭에 사용되는 화소들의 특징의 변화에 아주 민감

하다. 이는 영상의 화소 값에 근거함으로써 계산이 간단하지만 계산시간이 많이 소

용될 뿐 아니라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이나 명암대비의 변화, 얼룩, 잡음 등에 상당

히 취약하며, 특히 크기변화 및 회전이 존재하는 영상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

이 있다. 영역기반 매칭은 상관성기반(correlation-based)또는 밝기기반

(intensity-based) 매칭이라고도 하며 앞서 소개한 SSD, SAD, MAD 등이 있다. 

영역기반 매칭을 교차 상관성기반(cross correlation based), 최소제곱 영역 확장

(least-squares region growing), 시뮬레이티드 어닐링기반(simulated annealing 

based) 등으로 구분 짓기도 한다. 

영역기반의 매칭은 주로 블록 단위로 비교하여 매칭점을 찾는 블록 매칭 형

태이므로 블록의 창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18]. 형식적으로 3x3, 5x5, 7x7, 9x9

를 주로 사용하며 창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잡음에 민감하고 반면에 너무 크면 일

종의 저역 필터(low-pass filter)의 역할을 하고 깊이 불연속점을 쉽게 놓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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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체나 배경에 특징이 많지 않을 경우 매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의 크기에 

따라 폐색 현상이 나타난다. 한 점에 대한 주변 값들에 대해 창을 씌울 경우 그 크

기만큼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앞에 놓여진 물체와 배경이 떨어져 있을 때는 배경에 

있어서 폐색이 발생되어 있는데, 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크기만큼 폐색영역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배경에 아무런 질감이 없을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데 

이 경우 실제 물체에서 창의 크기만큼 더 커진 형태의 물체로 인식될 수 있다. 

창의 크기로 인한 폐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anade와 Okutomi는 통계적

으로 타당한 가변 창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6]. 이 방법은 개념적으로도 

타당하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똑 같

은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창의 모양을 여려 개

로 둔 다중 창 기법(multiple window technique)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폐색영

역 처리 문제가 남이 있다[18]. 

그림 24는 영역기반 스테레오 매칭을 쉽게 설명한 예제이다. (a)와 (b)는 각

각 우측과 좌측 영상의 평면을 말하고 (c)는 우측 영상의 한 점의 좌표 (i, j)로부

터 x축으로 d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비용 함수를 의미하며 d0 에서 최소 비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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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ifi + ),( djifi +

       (a) 기준 영상(Right)       (b) 목표 영상(Left)

            

),,( djiC

0d
d

),,( djiC

0d
d  

                      (c) 비용함수(cost function)

           그림 24. 영역기반 스테레오 매칭의 기본구조

 

3.5 3.5 3.5 3.5 랜덤 랜덤 랜덤 랜덤 패턴투영패턴투영패턴투영패턴투영

영역 기반 스테레오 매칭의 경우, 좌∙우 영상에 대한 일치점은 블록의 명암 

차이로 구해진다. 때문에 표면에 텍스쳐가 균일하거나 단조로울 경우 매칭률이 떨

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복잡한 배경이나 표면의 텍스쳐가 

어지러운 물체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칭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25 에서와 같은 랜덤 무늬를 생성하여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대상 물체에 투영 하

였다. 이로 인해 측정하려는 대상의 텍스쳐가 없거나 단순한 물체에서도 매칭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석고상의 경우 물체의 표면이 흰색이어서 

패턴 등의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측정이 거의 불가능 하다. 

균일한 패턴의 경우 영역 기반 스테레오 매칭시 일정한 규칙의 반복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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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점이 여러 개 발생하여 매칭에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일정한 규칙성이 없는 랜

덤한 패턴이 일정한 창 크기의 밝기 값을 비교하는 영역 기반 매칭 기법에 유용하

다. 그림 25는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a) (b) (c) (d)           그림 25.  여러 가지 패턴 

(e) (f) (g) (h)     

 

그림 25의 (a)의 경우 흑백이 가우시안 노이즈(400%)를 이용한 흑백의 랜덤

한 점을, (b)의 경우 컬러의 가우시안 노이즈(400%)를 이용한 랜덤한 칼라 점의 

패턴을 만들었다. (c)는 대각선 방향의 일정한 사선 모양의 패턴이고, (d)는 격자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었다. (e)의 경우 가우시안 노이즈 이미지를 문지르기 효과를 

이용하여 대각선 방향의 검정과 회색 계열의 랜덤한 무늬를 생성하였고 (f)의 경우 

가우시안 노이즈 이미지에 파스텔 효과를 추가하여 검정과 흰색의 대각선 방향 랜

덤 무늬를 생성하였다. (g)와 (h)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 포인트(Microsoft 

PowerPoint)에 있는 질감배경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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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3333차원 차원 차원 차원 기하모델 기하모델 기하모델 기하모델 생성생성생성생성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은 광학적 정보를 이용하므로 한쪽 방향에서만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차원의 완전한 기하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측정을 수행한 후, 각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 주어야 한다[6,10]. 이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모델 주변에 일정한 각도로 둘러서 설치

한 후 동시에 측정하거나 턴테이블을 사용 하지만 비용 면이나 정확도 문제, 조명

등의 문제로 정확한 정합을 위해서는 다시 수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림 26 는 여

러 방향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3차원 기하모델을 생성하는 단계를 보여

준다.

       

잡음잡음잡음잡음 제거제거제거제거 (Noise Filtering)
중첩점중첩점중첩점중첩점 제거제거제거제거(Redundancy Filtering)
점점점점 샘플링샘플링샘플링샘플링 (Sampling Points)
스무딩스무딩스무딩스무딩 (Smooth Points)

측정데이터측정데이터측정데이터측정데이터 (Point Cloud)

삼각망삼각망삼각망삼각망 생성생성생성생성 (Triangulation)

비정상비정상비정상비정상 삼각망삼각망삼각망삼각망 보정보정보정보정
구멍구멍구멍구멍 메우기메우기메우기메우기 (Fill Hole)
비정상비정상비정상비정상 삼각망삼각망삼각망삼각망 보정보정보정보정
스무딩스무딩스무딩스무딩 (Smoothing)

Decimation
Remeshing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정합정합정합정합 (Registration)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정합정합정합정합 (Merging)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후처리후처리후처리후처리

3 차원차원차원차원 기하모델기하모델기하모델기하모델

측정측정측정측정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편집편집편집편집

삼각망삼각망삼각망삼각망
편집편집편집편집

잡음잡음잡음잡음 제거제거제거제거 (Noise Filtering)
중첩점중첩점중첩점중첩점 제거제거제거제거(Redundancy Filtering)
점점점점 샘플링샘플링샘플링샘플링 (Sampling Points)
스무딩스무딩스무딩스무딩 (Smooth Points)

측정데이터측정데이터측정데이터측정데이터 (Point Cloud)

삼각망삼각망삼각망삼각망 생성생성생성생성 (Triangulation)

비정상비정상비정상비정상 삼각망삼각망삼각망삼각망 보정보정보정보정
구멍구멍구멍구멍 메우기메우기메우기메우기 (Fill Hole)
비정상비정상비정상비정상 삼각망삼각망삼각망삼각망 보정보정보정보정
스무딩스무딩스무딩스무딩 (Smoothing)

Decimation
Remeshing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정합정합정합정합 (Registration)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정합정합정합정합 (Merging)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후처리후처리후처리후처리

3 차원차원차원차원 기하모델기하모델기하모델기하모델

측정측정측정측정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편집편집편집편집

삼각망삼각망삼각망삼각망
편집편집편집편집

그림 26. 측정 데이터(점 데이터)을 이용한 3차원 기하모델 생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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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다. 삼

각망을 부드럽고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점 데이터 단계에서 여러 데이터 편집

과정을 거친다. 편집 과정을 거친 데이터도 삼각망이 형성되면 점군의 불 균일로 

삼각망의 표면이 거칠다. 이 삼각망을 평활화(smoothing) 작업등의 삼각망 편집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생성된 삼각망들을 하나의 좌표계로 이동시킨 후 데

이터를 병합시키면 최종 3차원 기하모델을 생성된다.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비접촉 측정기의 단점인 복잡한 

형상에서의 가림 현상이나 측정 데이터의 부정확성 및 잡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림 현상의 최소화나 정확성 향상을 위해 같은 방향의 측정이더라도 최대 겹침을 

고려하여 여러 번의 측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측정 영상의 증가는 데이터 편집 및 

정합 작업 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합 과정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INUS 

Technology의 RapidForm 2004를 사용하였다[34]. 그림 27은 RapidForm을 사

용하여 짱구 모형에 대해 측정된 데이터들의 정합 예를 보여준다. 

 

                    (a) 데이터 측정    (b) 3점을 이용한 초기 정합

 

                  (c) 최적 반복 정합      (d) 데이터 병합

그림 27. RapidForm을 이용한 짱구 모델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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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 4.1 4.1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편집 편집 편집 편집 및 및 및 및 삼각망 삼각망 삼각망 삼각망 생성생성생성생성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하여 여러 방향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점군(point cloud)

형태의 데이터이다. 점군에는 잘못 측정된 점과 필요 없는 부분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실제 모델과 비교하며 편집 작업을 수행한다. 이

는 삼각망을 형성한 후 필요 없는 영역을 편집하는 것 보다 자유스럽게 편집할 수 

있으며, 특히 삼각망 생성 때 부드러운 표면을 생성 시키는데 유용하다. 앞서 ROI 

마스크를 이용하여 경계부분이나 배경을 제거 하였고, 영상의 전처리 부분과 스테

레오 매칭시 잡음를 최대한 제거 하였으므로 모델의 곡률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편집한다. 특히 삼각망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들의 잡음은 평활화, 

중복 점 제거, 샘플링 작업이나 부분 잡음 제거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만

들어준다. 이때 원래 데이터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체의 필요 

없는 경계 면을 잘라 낼 때에는 자르려 하는 영역보다 조금 더 여유를 주고 많이 

잘라 낸다. 이는 정합 작업 때 다른 부분의 데이터들과 부드럽게 연결하는데 도움

을 준다. 데이터 편집이 끝나면 각 점을 연결하여 삼각망을 형성한다[2,35]. 그림 

28은 측정 데이터와 데이터 편집후의 삼각망을 생성한 모습이다.

     

               (a) 측정 데이터         (b) 데이터 편집후 삼각망 생성

그림 28. 측정 데이터 편집 후 삼각망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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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각 픽셀 단위로 밝기 기반의 매칭이 이루어지므로 측정 점군의 각 점

은 약간씩 울퉁불퉁한 데이터 형태이다. 데이터 편집 단계를 거치더라도 이런 데이

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삼각망 생성 후 울퉁불퉁한 표면은 이런 현상 때문이다. 또

한 점들의 불규칙으로 비정상 삼각망들이 생성되는데 비 다양체 표면

(Non-manifold face), 중복 표면(Redundant face), 교차 표면(Crossing face), 불

안정 표면(Unstable face)등이 있다. 비 다양체 표면은 하나의 면이 세 개 혹은 네 

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경우이며, 중복 표면은 경계 모서리 이외에 같은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면과 모서리의 숫자가 동일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면을 말하며, 

교차 표면은 모서리가 서로 간섭되는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을 때를 말하며, 불안정 

표면은 삼각망 상태가 뫼비우스(Moebius)의 띠처럼 꼬여있는 경우를 말한다[34]. 

삼각망 처리는 먼저 삼각망의 잘못된 면부터 보정을 해주며, 측정 작업 중 발생된 

모델 내부의 구멍을 메워준다. 그 후 울퉁불퉁한 부분을 평활화(smoothing)를 이

용하여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돌출부분(spikes)을 제거해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점 

감소(decimation)와 리매쉬(remeshing)를 적절히 이용하여 삼각망 품질을 향상 시

킨다.

4.2 4.2 4.2 4.2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정합 정합 정합 정합 (Registration)(Registration)(Registration)(Registration)

4.2.1 4.2.1 4.2.1 4.2.1 ICP ICP ICP ICP 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

서로 다른 방향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은 각자의 좌표계에서 정의가 되어있다. 

이 각각의 좌표계를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의 좌표계에서 정의하여 측정 데

이터들을 정렬하는 작업을 정합(registration)이라 한다. 정합의 가장 일반적인 방

법은 Besl과 McKay에 의해서 제안된 ICP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된다[36]. 쿼터니

언(quaternion)을 이용하여, 한 영상은 표면 조각을 다른 한 영상에서는 각각의 점

을 데이터로 하고, 기준영상(모델영상)에 대해 정합시키고자 하는 다른 한 영상(데

이터영상)을 평행이동 및 회전시킨 후,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 이로부터 평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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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값과 회전 값을 구하여 데이터영상을 이동시키게 된다. 이후 이 과정을 반복적

으로 적용시켜, 최종적으로 두 영상을 정합시키는 ICP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

림 29 는 ICP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그림 29. ICP 알고리즘

데이터영상과 모델영상의 데이터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ICP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영상을 점으로 분해시킨다. 삼각형과 직선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점들은 각각 정점과 끝점이 되고, 데이터형태가 곡면(surface) 또는 곡선

(curve) 형태라면, 이때는 표면을 삼각형이나 직선으로 근사하여 그 정점과 끝점이 

데이터로 사용한다. 다음은 ICP 알고리즘의 원리이다.

데이터영상에서의 점의 수를 로 표시하고, 을 모델영상내의 점, 직선, 

또는 삼각형의 수라 둔다. 개별적인 데이터 점(data point) p
r

과 모델 점(model 

shape) X 사이의 거리 행렬 d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min ∈ ∥ - ∥           (4.1)

최소거리를 만드는 X내의 가장 가까운 점은 ),(),( Xpdypd
rrr = 와 같이  로 

표시한다. 여기서 ∈  이다. p 에서 X까지의 가장 가까운 점을 계산하는 것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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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st points

Conver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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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he registratio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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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점에 대해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 )가 된다. 결과적으로 

Y를 가장 가까운 점의 집합이라고 하고, C를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내는 연산자라

고 하면, 두 데이터간의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내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4.2)

가장 가까운 대응점의 집합 Y가 주어지면, 최소자승 정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4.3)

여기서 d는 평균제곱 정합오차(mean square point matching error)를 나타낸다. 

이 후 다음 식을 통해서 데이터 형상의 점집합의 위치가 이동된다.

= ()    (4.4) 

4.2.2 4.2.2 4.2.2 4.2.2 ICP ICP ICP ICP 알고리즘 알고리즘 알고리즘 알고리즘 절차절차절차절차

ICP 알고리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영상으로부터   개의 점  

을 가진 점의 집합 와 개의 점, 선 또는 삼각형과 같은 기하학적인 모델 형상 

가 주어진다. 알고리즘 수행 시, 초기에 여러 개의 평행이동 및 회전 값으로 각 

가능한 경우를 모두 조사한 후, 가장 오차가 작은 평행이동과 회전 값으로 데이터 

영상을 이동시킨 후, 반복하여 ICP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반복수행은 
tqPP ]0,0,0,0,0,0,1[, 00 == r
와 k=0으로 설정함으로서 초기화된다. 정

합 벡터는 최종적으로 정합이 완전히 변환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초기 데이터영상 

와 관계하여 정의된다. 다음의 단계는 허용치  내로 수렴될 때까지 반복된다.

l 가장 가까운 점을 계산

),( XPCY kk =    (4.5)

l 정합 계산

),(),( kkkk YpQdq =r
      (4.6)

l 정합 적용

)( 01 PqP kk

r=+    (4.7)

평균제곱 오차()의 변화가 정합의 원하는 정밀도 τ<− +1kk dd  (경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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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 이하로 될 때 반복이 종료되며 정합이 완료된다.

4.3 4.3 4.3 4.3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및 및 및 및 후처리후처리후처리후처리

측정 데이터들을 최적으로 정렬한 후 각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주는 병합(merging)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정렬된 두 데이터씩 병합을 해 나간다. 

이때 예상한 형상과 다른 잡음이 생성되거나 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4.1절에서 설명한 삼각망 편집을 수행한다. 또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측정된 데이

터들이므로 많은 영상을 정합해야 하므로 데이터들을 한 좌표로 정렬할 때 바로 

병합 작업을 수행 하는 것도 이런 차이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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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실험 실험 실험 실험 결과결과결과결과

5.1 5.1 5.1 5.1 여러 여러 여러 여러 가지 가지 가지 가지 패턴을 패턴을 패턴을 패턴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비교 비교 비교 비교 

 

투영 패턴의 유형에 따른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3차원 레이저 측정기를 이

용하여 원기둥삼각뿔석고상을 측정한 후,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패턴별 측정 결

과와 비교 하였다. 모델 측정기는 Roland 사의 PICZA 3D Laser Scanner 

LPX-250 이며, 측정기의 최소 정밀도인 0.2 mm 간격으로 측정하여 모델 데이터

를 생성하였다. 총 측정 시간은 58분이 소요되었다. 그림 30은 원기둥삼각뿔 모델

의 실제 영상과 레이저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모델 데이터를 보여준다. 투영 패

턴은 랜덤한 형태와 규칙적 형태로 나누었으며, 다시 흑백과 컬러로 나누어 측정하

였다. 그림 31은 비교에 사용한 패턴이다.

  

       (a) 원기둥 삼각원뿔           (b) LPX-250을 이용한 모델 데이터 생성

그림 30.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한 모델 데이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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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1.  측정 비교에서 사용된 투영 패턴 :

(g) (h) (i) (j) (k) (l)    (a)~(f) 랜덤 패턴, (g)~(l) 특정 규칙을 가지고 생성한 패턴

그림 31의 (g)~(l) 패턴의 경우 규칙적인 성질로 인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a) 패턴의 경우 흑백의 가우시안 랜덤 노

이즈 400%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b) 패턴의 경우 (a) 패턴을 거친 파스텔 효과

를 이용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늘러진 패턴을 생성하였다. (c)의 경우는 컬러의 가

우시안 랜덤 노이즈 400%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d) 패턴의 경우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 이미지에 문지르기 효과를 추가하여 패턴을 획득하였다. (e)~(f)의 경우는 

질감무늬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는데 사용한 패턴은 마이크로 소프트의 파워포인트

의 배경 질감에서 가져왔다. (a)패턴과 (c) 패턴의 비교로 흑백과 컬러의 랜덤 점 

패턴의 스테레오 매칭 관계를 볼 수 있다. (a)~(c)와 (d)~(f)는 점 형태와 질감 형

태의 패턴을 비교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32는 (a)~(f) 패턴을 이용하여 원기둥삼각뿔석고상을 측정한 데

이터의 정면과 45도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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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그림 32. 그림 31의 패턴을 이용한 원기둥삼각뿔 측정 데이터

그림 33과 표4는 그림 32의 데이터를 그림 30의 (b)모델과 각각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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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그림 33의 경우 분홍색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진 곳이고 빨

간색의 경우 1cm 차이를 나타낸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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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그림 33. 모델 데이터와 패턴 투영 데이터 비교

표 4. 모델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의 비교 결과

모델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간의 비교 결과, 컬러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용

(a) (b) (c) (d) (e) (f)

Points Number 9199 10234 8080 8698 5098 3017

Sampling Ratio 100 100 100 100 100 100

Minimum Distance -0.0131 -0.01101 -0.01633 -0.02544 -0.0294 -0.00412

Maximum Distance 0.01638 0.0111 0.02111 0.0272 0.03061 0.02619

Average Distance 0.00344 0.00312 0.00282 0.00365 0.00475 0.00448

Standard Deviation 0.00249 0.00254 0.00217 0.00357 0.00412 0.0039

Total Distribution 99.41298 99.16944 99.60396 93.53503 92.66379 93.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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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 패턴이 평균오차율과 표준 편차가 0.00282 m , 0.00217로 가장 작다. 이

는 매칭 된 점의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상의 

화소별 명암차 블록 매칭 방법에서 픽셀간 변화가 다양한 컬러 랜덤 포인트 형태

의 패턴이 스테레오 매칭시 가장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b) 패턴과 (a) 

패턴이 뒤를 따른다. 이 또한 포인트 형태이거나 그 변형의 패턴으로 질감 형태의 

패턴보다 매칭의 정확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측정 점의 개수를 중심으로 보면 가우시안 노이즈를 패턴 (b)가 가장 우수하

며, 또한 1 cm 의 오차 범위에 대부분의 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매칭 점을 

가장 잘 찾는다는 결과이다. 즉 스테레오 매칭 점을 찾는 데는 점들이 대각선 방향

으로 단속한 이미지가 매칭점을 찾는데 유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우시

안 노이즈에 대각선 문지르기 효과를 추가한 (d) 패턴이 같은 질감 형태의 패턴들 

중 일치점을 가장 잘 찾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대각선 방향의 패턴이 스테레오 영상에서 일치점을 찾는데 유

용하며, 점 형태의 패턴이 질감 형태의 패턴보다 스테레오 매칭 정확도에서 우수함

을 알 수 있다.

5.2 5.2 5.2 5.2 랜덤 랜덤 랜덤 랜덤 패턴을 패턴을 패턴을 패턴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3333차원 차원 차원 차원 기하모델 기하모델 기하모델 기하모델 생성생성생성생성

5.1 절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 랜덤 패턴을 비너스 석고상에 투영한 후 여

러 방향에서 데이터를 측정한다. 여러 방향의 데이터를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

하여 3차원 기하모델을 생성하였다. 그림 34는 측정에 사용한 실제 비너스석고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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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비너스 석고상

 

먼저 (a)번 패턴을 이용하여 형상복원 하는 과정과 결과를 다음에서 보여준

다. 그림 35는 여러 방향에서 스테레오비전과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3차원 거리를 

측정하였고, 그림 36은 각 데이터들의 점 처리와 삼각망 생성후의 모습이다. 그림 

37에서와 같이 삼각망 생성 후 각 좌표계에서 정의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좌표계로 

정렬시켜준다. 

그림 35. (a)패턴을 이용한 3차원 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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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측정 점 데이터의 처리와 삼각망 생성

그림 37. 여러 방향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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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38에서와 같이 정렬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주는 

병합작업을 수행하면 최종 3차원 기하모델이 생성된다.

그림 38. 정렬된 데이터 병합 및 최종 결과영상

다음으로 (b)패턴을 비너스 석고상에 투영하여 기하모델을 생성한 과정이다. 

먼저 그림 39는 대각선의 흑백 랜덤 패턴과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여러 방향의 

3차원 데이터이다. 그림 40은 각 방향의 데이터를 점 처리 후 삼각망을 생성한 모

습이다. 그 후 그림 41에서와 같이 여러 좌표계를 하나의 좌표계로 정렬시킨다. 그

림 42는 정렬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준 3차원 기하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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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b) 패턴을 이용한 3차원 점 측정

그림 40. 측정 데이터 처리와 삼각망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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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여러 방향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로 정렬

그림 42. 정렬된 데이터 병합 및 최종 결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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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컬러 랜덤 점 (c)패턴을 이용한 형상 복원 과정과 결과데이터를 보여

준다.

 

그림 43. (c)패턴을 이용한 3차원 점 측정

그림 44. 측정 점 데이터 처리와 삼각망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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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여러 방향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로 정렬

그림 46. 정렬된 데이터 병합 및 최종 결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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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선의 흑백 랜덤 (d)패턴을 이용하여 비너스상의 3차원 기하모델 

생성과정이다.

그림 47. (d)패턴을 이용한 3차원 점 측정

그림 48. 여러 방향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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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정렬된 데이터 병합 및 최종 결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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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6 6 6 6 장  장  장  장  결론결론결론결론

최근 형상 역공학(shape reverse engineering)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측정 

기술들을 이용한 기하모델 생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랜덤 패턴 투영을 이용한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 기반 3차원 기하모델 생성 방안

을 제시하였다. 특히 표면이나 배경 텍스쳐에 의해 영상 일치점의 정확도가 달라진

다는 점에 근거하여, 빔 프로젝터로 물체 표면에 랜덤 무늬를 투영함으로써 영상 

일치점을 효율적으로 찾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기 독립적인 분야인 스테레오 비전과 기하모델 생성분야에서 데이터가 

이동하여 최종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원활히 도와줄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여러 장치들을 소개하였다. 본 측정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누어 시스템을 기술하였다. 측정기 구축부분에서는 스테레오 비전 측정기의 측정 원리

를 설명하였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실제로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기를 구축

을 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스테레오 비전에서 중요한 문제로 카메라 보

정과 스테레오 매칭 문제가 존재한다. 카메라 보정의 경우 수학 툴을 이용하여 쉽게 보

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스테레오 매칭이 경우 데이터 정합을 고려한 스테레

오 매칭의 효율적 방법으로 ROI 마스크와 랜덤 패턴투영을 제안하여 그 효율성을 보였

다. 측정기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 처리 부분인 정합 부분에서는 정합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정합 작업을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반복을 줄이고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노

하우(know-how)를 기술하여 실제 정합작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물을 측정하는데 효율적으로 측정 및 정합 할 수 있는 방법인 패턴투

영과 ROI마스크를 제안 하였다. 패턴 투영의 경우 여러 패턴 중 어떤 특성을 갖는 패턴

이 일치점 찾는데 유리한가를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 실물을 측정할 경우 대부분 표면

의 질감이나 택스쳐가 단조로워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랜덤 패턴을 만들어 실제 흰 석고상에 투영하여 3차원 점으로 복원 하

였다. 또한 컬러와 흑백, 점과 무늬 모양으로 분리 하여 측정한 결과 스테레오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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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치점을 찾는 데는 대각선 방향의 무늬가 유용하며, 스테레오 매칭의 일치점 중 정

확한 점을 찾는 데는 점 형태의 패턴이 무늬 형태의 패턴보다 좋다는 결과를 얻었다. 

ROI 마스크의 이용은 정합 작업 시 배경과 경계면의 잡음 제거로 수작업으로 제거해주

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머지 작업 수행 시 경계면의 잡음으로 인한 뒤

틀림을 줄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여러 가지 패턴을 실물의 비너스 석고상에 투영한 후 측정에서 

기하 모델 생성까지의 과정을 수행하여서 실물의 삼각망(triangular mesh)의 기하모

델을 생성하였다.

추후, 구조화된 패턴을 물체에 투영하여 얻어진 영상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

한 3차원 기하모델을 획득하고, 정확한 삼각망 생성 및 자동 정합 방안의 연구가 진행

되면 더 정확하고 빠른 3차원 기하모델 획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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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랜덤 랜덤 랜덤 패턴 패턴 패턴 패턴 투영을 투영을 투영을 투영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스테레오 비전 비전 비전 비전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기반기반기반기반

    3333차원 차원 차원 차원 기하모델 기하모델 기하모델 기하모델 생성생성생성생성

Generation Generation Generation Generation of of of of 3D 3D 3D 3D Geometric Geometric Geometric Geometric Models Models Models Models Based Based Based Based on on on on a a a a Stereo Stereo Stereo Stereo 

Vision Vision Vision Vision System System System System Using Using Using Using Random Random Random Random Pattern Pattern Pattern Pattern ProjectionProjectionProjectionProjec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5 년 6 월 28 일

  

                                   저작자: 나 상 욱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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