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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3차원 복원을 위한 특징점 추출 및 매칭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컴퓨터 비전의 기본이 

되는 분야로 복원뿐 만 아니라 SLAM과 같은 지도 작성 및 자율 운행에도 필요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3차원 물체 복원을 위해

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Column space fitting(CSF)을 이용하여 turntable-image data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여 정확

성을 검증을 한다. 오늘날 3D scanner를 이용하여 물체를 3차원 모델을 획득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

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는 영상들만을 가지고 기하학적 계산을 통해 3차원 모델을 획득

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방법인 KLT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RMSE의 값을 약 5배를 줄이는 성능 향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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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컴퓨터 비전의 한 분야로서 영상 이미지 간의 특징점 추출 및 

매칭은 고전적인 문제이지만 중요하며 꼭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먼저 특징점 추출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SIFT[1]

와 SURF[2]이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특징점을 매칭하여 3차원 

모델과 카메라 모션을 계산한다.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본 연구에 사용한 알고리즘은 복원하려고 하는 

대상을 가운데에 놓고, 그 물체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360도 회전하면

서 획득한 영상 또는 turntable에 물체를 놓고 카메라는 테이블에 

있는 물체를 향하여 고정되어있고, 테이블을 360도 회전하면서 획득한 

영상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마치 3차원 스캐너와 같다. 오늘날 

3차원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 형상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3차원 값을 알아야 하므로 

이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들을 

발전시켜 밀도가 높은 3차원 포인트 군집(point cloud)을 얻을 수 

있도록 decomposition 방법으로 계산하는 CSF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turntable에 대상 물체를 올려놓고 영상을 획득했을 때 

적용하기에 편한 방법이다.

II. Related works

1. Feature matching

영상 간의 매칭을 위해서는 먼저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SIFT[1], SURF[2]있으며, 여기에 카메라 포즈의 변화가 많은 곳에서

도 매칭할 수 있도록 Affine model을 적용한 방법이 ASIFT[3]이다. 

이렇게 얻어진 특징점들은 각각 묘사자로 표현이 되고 이 값들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에러 값을 가지는 것을 매칭 결과로 사용한다.

2. 3D reconstruction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3차원 복원 알고리즘은 CSF[4]으로 

turntable과 같은 환경에서 얻어진 영상들 간의 매칭 결과(W)로부터 

다음 아래의 식(1)과 같이 카메라 정보(M)와 3차원 포인트들(S)로 

분리해 내는 알고리즘이다.

W = M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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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Method

본 논문은 3차원 복원했을 때 정확하면서 충분한 포인트를 구하기 

위해서 SIFT와 SURF에 Affine model을 적용하여 특징점을 구하고, 

다음 Fig.1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보다 정확한 매칭을 제안한다.

Fig. 1. Block diagram of finding corresponding points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기존의 방법과 같고, 여기에 만족해야 

하는 기하학적 관계인 fundamental matrix[5]와 homography[5]를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추가하여 매칭의 정확성을 높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논문[4]

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dino 영상을 사용하였다. 이영상은 10도씩마다 

획득한 영상으로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KLT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다음 Table 1. 과같이 세 개의 data A, B, C를 획득하여 

복원하였다. 복원 과정에서 얻어진 에러 값은 모두 1을 넘는다.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data D로 기존 data 중에서 C가 가장 많은 4,983개의 

포인트를 복원하는 데에 비해 우리의 결과는 262,409개의 포인트를 

복원한다. 약 50배 넘는 포인트들을 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러 

값도 0.268765로 기존의 결과보다 약 1/5로 줄였다. 그리고 다음 

Fig.2는 data D의 복원된 3차원 포인트들이다.

Data RMSE

A
319 point tracks

(76.9% missing)
1.3031

B
2,683 point tracks

(87.8% missing)
1.4833

C
4,983 point tracks

(90.8% missing)
1.2641

D
262,409 point tracks

(93.8% missing)
0.268765

Table 1. Results of CSF-Bwp on different subsets of 

the dinosaur (720x576 pixels) dataset

Fig. 2. 3D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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