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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를 통한 다중센서 기반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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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algorithm that improves 3D reconstruction result using a multi-sensor 
fusion disparity map. We can project LRF (Laser Range Finder) 3D points onto image pixel 
coordinatesusing extrinsic calibration matrixes of a camera-LRF ( , Φ Δ ) and a camera calibration matrix 
( K ). The LRF disparity map can be generated by interpolating projected LRF points. In the stereo 
reconstruction, we can compensate invalid points caused by repeated pattern and textureless region using 
the LRF disparity map. The result disparity map of compensation process is the multi-sensor fusion 
disparity map. We can refine the multi-sensor 3D reconstruction based on stereo vision and LRF using the 
multi-sensor fusion disparity map. The refinement algorithm of multi-sensor based 3D reconstruction is 
specified in four subsections dealing with virtual LRF stereo image generation, LRF disparity map 
generation, multi-sensor fusion disparity map generation, and 3D reconstruction process. It has been tested 
by synchronized stereo image pair and LRF 3D scan data.

Keywords : 3D World Modeling, Disparity Map, Stereo Vision, Laser Range Finder, Multi-sensor 
Fusion

1. 서 론1)

이동 로봇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율 주행

이 가능해야만 한다.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주행 가능한 영역에 대한 주변 환경 정보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이동 로봇은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복원할 필요

가 있다. 복원된 3차원 환경은 이동 로봇의 경로를 생성하

는데 이용되고, 이를 통해 로봇은 자율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지형 형상을 복원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스테레오 카메

라(stereo camera)를 이용하는 방법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 
(laser range finder)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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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환경 복원의 경우, 복원 
결과의 조밀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반복 무늬 
(repeated pattern)나 재질이 없는 영역 (textureless region)
에서 스테레오 매칭 오류에 의해 부정확하게 복원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반의 3차원 
환경 복원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복원 결과를 얻을 수 있
지만 조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센서 특성을 바탕으로 다중센서 기반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

리즘을 통해 주변 환경을 복원하면 각 단위센서 기반 환
경 복원 결과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다중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안된 알고

리즘에서는 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 (multi-sensor fusion 
disparity map)를 생성하고 이를 환경 복원에 이용하여 스
테레오 환경 복원의 장점인 높은 조밀도를 유지하는 동시

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반 환경 복원의 장점인 높은 정
확도를 갖는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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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메라 캘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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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카메라- 이 거리측정기 캘리 이션

3차원 환경 복원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Alastair Harrison과 Paul Newman
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에 장착된 LMS200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정보를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3차원 점군 
(point cloud)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1]. 이를 
위해 낮은 가격대의 3차원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한 로
봇 시스템 구성, 캘리브레이션 방법, 데이터 획득 방법, 데
이터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제안했다. Heiko Hirschmuller
는 실시간 스테레오 매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 실
시간으로 구해진 상관 관계를 기반으로 스테레오 정합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Kiana Hajebi와 
John S. Zelek은 적외선 스테레오 시스템을 통한 3차원 환
경 복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3]. 정지훈은 카메라의 
색상 정보와 2차원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거리 정보를 통
한 3차원 지형 형상 복원에 대해 연구하였다[4].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다중

센서 기반의 3차원 환경 복원을 위한 센서 캘리브레이션

과 이를 이용한 다중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를 생성하여 개선된 다중센서 기반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2. 다 센서 기반의 3차원 환경 복원

2.1 캘리 이션

스테레오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한 다중

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을 위해서는 스테레오 카메라

의 파라미터와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사이의 기하

학적 관계를 알아야 한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파라미터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5].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위
치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패턴 평면 (pattern plane)
을 촬영한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해 스테레오 카메라의 파
라미터를 추정한다.

각 단위 센서를 융합하여 다중센서 기반 3차원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 ( , Φ Δ )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

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

하다
[6].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 추정한 카메라 파라미터

( , , K R T )와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사이의 기하

학적 관계 ( , Φ Δ )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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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캘리 이션 결과 

그림 4. 본 논문의 실험 환경

Invalid Points

그림 5. 센서간 기하학  계를 이용한 다 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 결과

2.2 다 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

스테레오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기반으로 한 
다중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은 두 센서 사이의 기하학

적 관계를 이용한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반의 3차원 복

원 점군 fP 을 두 센서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카메

라 좌표계 (camera coordinate)에서의 점군 fP 으로 표현할 

수 있다.

( )T
f fP = Φ P -Δ (1)

식 1을 통해 그림 4와 같이 반복 무늬나 재질이 없는 
영역이 많은 실내 환경에 대해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반

의 3차원 복원 결과를 기준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여 스
테레오 카메라를 통한 3차원 복원 결과와 함께 표현해주

면 그림 5와 같은 다중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반의 3차원 복원 결과 (검은 점)
는 높은 정확도를 갖는 대신 조밀도가 낮고, 스테레오 카
메라를 통한 3차원 복원 결과 (색상이 있는 점)는 조밀도

가 높은 대신 반복 무늬나 재질이 없는 영역에 의해 부정

확하게 복원된 점 (invalid points)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중센서 융합 3차원 복원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 다 센서 융합 상이 지도를 통한 3차원 복원 

결과 개선

다중센서 융합을 통한 3차원 환경 복원의 목적은 각 단
위 센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림 5와 같이 센서 사이

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단순히 두 축을 하나로 합쳐주

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다중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이

라 할 수 없다. 의미 있는 다중센서 융합 결과를 얻기 위
해서는 각 단위센서 기반 3차원 환경 복원의 특성을 파악

하고 이를 이용한 융합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한 3차원 환경 복원은 조밀한 대신 스테레오 
매칭 오류에 의해 부정확하게 복원된 점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반의 3차원 환경 복원의 경우 
정확한 대신 조밀도가 낮은 단점을 갖는다 그림 6. 이러한 
단위센서 기반 3차원 환경 복원 결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다중센서 융합 복원 결과를 얻기 위한 방
법으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점군을 통해 스테레오 점군에

서 부정확한 점군을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스테레오 3차원 복원의 장점인 
조밀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장점인 
정밀도 특성을 융합하여, 겹치는 시야 (field of view) 영

역 내에서 정확하고 조밀한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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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 센서 기반의 3차원 환경 복원 결과

그림 7. 가상 이  거리 측정기 스테 오 상 생성

3.1 가상 이  거리 측정기 스테 오 상 생성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준 좌표계에서표현된 레이저 거

리 측정기 기반 3차원 복원 점군 fP 는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 , Φ Δ를 통해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점군 fP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점군 

fP 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행렬 K 를 이용해 영상 평면

상의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상 레
이저 거리 측정기 스테레오 영상 (virtual LRF stereo 
image, 초록색 점)을 생성할 수 있다(그림 7).

3.2 이  거리 측정기 상이 지도 생성

생성된 가상 레이저 거리 측정기 스테레오 영상을 바탕

으로 간단한 스테레오 매칭 과정을 거쳐 초기 레이저 거
리 측정기 상이 지도 (LRF disparity map)을 생성할 수 있
다(그림 8). 생성된 초기 레이저 상이 지도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특성과 같이 조밀도가 낮은 특성을 갖는다. 조밀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9와 같은 영상 처리 
기법을 사용한다. 보간법 (interpolation)을 통해 초기 레이

저 상이 지도의 조밀도를 향상시키고, 잡음을 제거하기 위
해 필터링 (filtering)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조밀도가 
개선된 최종 레이저 거리 측정기 상이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8. 기 이  거리 측정기 상이 지도 생성

Noise Pixel

Interpolation

Initial LRF
Disparity Map

Interpolation
Result

LRF
Disparity Map

그림 9. 최종 이  거리 측정기 상이 지도 생성

3.3 다 센서 융합 상이 지도 생성

레이저 거리 측정기 상이 지도는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의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개선하여 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 (multi-sensor fusion disparity map)를 생성하는데 이
용된다. 스테레오 매칭을 통해 생성한 스테레오 상이 지도 
(stereo disparity map)는 반복 무늬나 재질이 없는 영역에 
의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오류 영역을 검출하

기 위해서 스테레오 상이 지도와 생성된 레이저 상이 지
도와 비교하여 임계값 이상의 상이값 차이를 나타내는 영
역을 찾아낸다 (그림 10). 스테레오 상이 지도에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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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스테 오 카메라 간의 기하학  구조

영역으로 판단된 영역의 상이값은 레이저 상이 지도의 상
이값을 통해 보상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1). 생성된 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를 통해 3차원 환경을 복원하면 조밀하고 
정확한 복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0. 스테 오 상이 지도의 오류 역 검출 

그림 11. 다 센서 융합 상이 지도 생성

3.4 다 센서 융합 상이 지도를 통한 3차원 환경 복원

3차원 환경 복원을 위해서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결

과 ( , , K R T )와 스테레오 영상에서의 매칭점 좌표 

( ,  l rp p )를 이용한다. 그림 12와 같이 3차원 상의 위치 

P 는 왼쪽과 오른쪽 카메라 좌표계에서 각각 LP 과 RP

에 위치한다. 실제로 LP 과 RP 은 3차원 상의 한 점 P 를 

나타낸다는 점을 이용해 3차원 P 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행렬 K 를 통해 스테레오 영상 

평면에서의 매칭점 좌표 ,  l rp p 를 3차원 좌표의 깊이 
(depth)값이 1인 정규화 좌표계 (normalized coordinate)의 

좌표 ˆ ˆ,  l rp p 으로 변환할 수 있다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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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3차원 좌표 LP 과 RP 은 = +L RP RP T 의 관계

가 성립하므로이 관계에 식 2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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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Ax b 꼴로 정리되므로 [ ]ˆ ˆl rp Rp 을 행렬 

A 로 치환하여 선형해를 구하면 3차원 좌표의 깊이값을 
추정할 수 있다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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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진 깊이 값을 카메라 좌표계의 정규화 좌표에 곱해

주면 원하는 좌표계에서의 3차원 위치를 복원할 수 있다 
[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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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를 복
원한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는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3에서는 실험환경, 스테레오 기반 3차원 복원 
결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반 3차원 복원 결과, 그리고 
제안된 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를 통한 복원 결과를 비
교해 볼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한 3차원 환경 복



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를 통한 다중센서 기반 3차원 복원 결과 개선 303

Result of Stereo
3D ReconstructionTest Environment

Result of LRF
3D Reconstruction

Result of 
Proposed Algorithm

그림 13. 3차원 환경 복원 결과 비교

Result of Multi-sensor 3D Reconstruction

Invalid Points

Refinements 
Result 

Result of Proposed Algorithm

그림 14. 개선된 3차원 환경 복원 결과

원 결과에서는 스테레오 기반 방법의 조밀도를 유지하면

서도 레이저 거리 측정 방법의 정확도를 융합하여 스테레

오 기반 방법에서 부정확하게 복원되는 문제를 해결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동기화된 스테레오 
영상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14
는 센서 간 기하학적 관계만을 이용해 융합한 3차원 환경 
복원 결과와 제안된알고리즘을 통해 오류 영역에 대한 보
상 과정을 거쳐 융합한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비교해 
보이고 있다. 센서 간 기하학적 관계만을 이용해 융합한 3
차원 환경 복원 결과에서는 스테레오 매칭 오류에 의해 
잘 못 복원된 점들 (invalid points)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한 3차원 환경 복원 결과에서는 
오류를 보상하여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각 센서의 장점을 융합하고 단점을 보
완한 다중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센서 융합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각 센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다중센서 기반 
3차원 환경 복원이 가능하다. 개선된 스테레오 3차원 환

경 복원 결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기반의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융합하여 조밀도가 높고 정확한 지형 형상 
복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상 레이저 거리 
측정기 스테레오 영상 (virtual LRF stereo image)과 레이

저 상이 지도 (LRF disparity map), 다중센서 융합 상이 
지도 (multi-sensor fusion disparity map)의 개념을 정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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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한 
효과적인 3차원 환경 복원 결과를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Alastair Harrison and Paul Newman, “High Quality 
3D Laser Ranging Under General Vehicle Motion,”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2008.

[2] Heiko Hirschmuller, Peter R. Innocent and Jon 
Garibaldi, “Real-Time Correlation-Based Stereo 
Vision with Reduced Border Erro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Vol.47, 2002.

[3] Kiana Hajebi, John X. Zelek, “Dense Surface from 
Infrared Stereo,” IEEE Workshop on Applications 
of Computer Vision, 2007.

[4] J. H. Joung, K. H. An, J.W. Kang, W. H. Kim, W. 
H. Kim, and M. J. Chung, “3D terrain 
Reconstruction Using 2D Laser Range Finder and 
Camera Based on Cubic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Robots and Ambient 
Intelligence, 2008.

[5] Z. Zhang, “A Flexible New Technique for Camera 
Calibra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22, No.11, 2000.

[6] A. Zhang and R. Pless, “Extrinsic Calibration of a 
Camera and Laser Range Finder (improves camera 
calibration),” Proceedings of the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2004. 

김 시 종

2006 한양 학교 자 기컴

퓨터공학부(공학사)
2008 한국과학기술원 로 공

학학제 공(공학석사)
2008~ 재 한국과학기술원 

기 자공학과 박사과정

심분야 : robot vision, 3D reconstruction
e-mail : terre@cheonji.kaist.ac.kr

안 광 호

2002 고려 학교 공학과

(공학사)
2004 한국과학기술원 기

자공학과(공학석사)
2004~ 재 한국과학기술원 

기 자공학과 박사과정

심분야 : pattern recognition, robot vision
e-mail : akh@cheonji.kaist.ac.kr

성 창 훈

2008 부산 학교 자 기통

신공학부(공학사)
2008~ 재 한국과학기술원 

로 공학 학제 공 석사

과정

심분야 : robot vision, 3D reconstruction
e-mail : sungch@cheonji.kaist.ac.kr

정 명 진

1973 서울 학교 공과 학 

기공학과(공학사)
1977 미시간 학교 기공학

과(공학석사)
1973 미시간 학교 제어공학

과(공학박사)
1976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1981~1983 미시간 학교 CRIM 연구 조교

1983~ 재 한국과학기술원 기 자공학과 교수

심분야 : service robot, human-robot interaction
e-mail : mjchung@ ee.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