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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공면점을 활용한 타원물체의 3차원 위치 및 자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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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타원형 물체의 위치 및 자세 추정 기법을 다룬다. 영상에 투영된 타원특징을 해석하여
원래의 타원에 대한 3차원 자세정보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은 타원특징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두
개의 공면점을 도입한 위치 및 자세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모델과 영상좌표계에서 각각 정의되는 타원-공
면점에 대한 대응쌍이 주어질 때 두 좌표계에 대한 동차변환행렬의 유일해를 결정한다. 타원-공면점은 폴라리티를 기반으로
원근변환에 불변하는 한 쌍의 삼각특징으로 변환되며, 삼각특징들로부터 평면 호모그래피가 추정된다. 카메라 좌표계에 대한
물체 좌표계의 3차원 위치 및 자세 파라미터들은 호모그래피 분해를 통해 계산된다. 제안된 방법은 3차원 자세 및 위치 추정
오차의 분석과 공면점의 위치에 따른 민감도의 분석을 통해 평가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3-D pose (position and orientation) estimation method for an elliptic object in 3-D space.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 of determining 3-D pose parameters with respect to an elliptic feature in 3-D space by
interpretation of its projected feature onto an image plane. As an alternative, we propose a two points-based pose
estimation algorithm to seek the 3-D information of an elliptic feature. The proposed algorithm determines a homogeneous
transformation uniquely for a given correspondence set of an ellipse and two coplanar points that are defined on model
and image plane, respectively. For each plane, two triangular features are extracted from an ellipse and two points based
on the polarity in 2-D projection space. A planar homography is first estimated by the triangular feature correspondences,
then decomposed into 3-D pose parameters. The proposed method is evaluated through a series of experiments for
analyzing the errors of 3-D pose estimation and the sensitivity with respect to point locations

Keywords : Elliptic object, 3-D pose estimation, perspective projection, coplanar points.

Ⅰ. 서 론

(Geometric features)은 2차원 영상으로부터 관심대상에
대한 3차원 위치 및 자세 정보를 얻기 위해 빈번하게
이용되는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하특징들로부

컴퓨터 비전 및 로봇비전 분야에서, 기하 특징

터 비롯되는 속성들(예: 각도, 면적비율)은 3차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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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차원 영상 평면으로 사영(Projection)되는 과정에
서 대부분 변하게 되지만, 교차비(Cross ratio), 공선성
(Collinearity) 등과 같이 불변하는 속성(Invariants)들이
존재한다[1～3]. 이러한 불변속성들은 영상 내의 관심대상
과 카메라 좌표간의 3차원 변환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요 단서로 활용된다. 기하 특징들 중에서 점/직선은 3
차원 정보추출을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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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부터

구성된

충분한

대응집합(A

set

김헌희 외

of

이 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4개의 다중해로

correspondences)은 이론적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공한

인한 모호성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개

[3]

다 . 반면, 카메라 영상 내의 노이즈 또는 관심대상의

이상의 타원 대응이 요구되었다. Conomis[12]는 2 개의

부분적 가림현상(Partial object occlusion)으로 인해 주

타원에 대하여 폴라리티(Polarity)에 기반한 불변특징점

요한 특징들이 소실되는 경우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들의 구성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호모그래피 추정

[1, 4～5]

단점이 있다

.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타원이 중심점을
[13]

본 논문은 타원특징에 대한 3차원 자세 및 위치추정

공유하는 경우 이 방법은 적용될 수 없다. Gupta 는

문제를 다룬다. 타원은 점/직선에 비하여 노이즈/부분가

점/직선특징과 함께 타원 특징의 추출이 가능한 경우,

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인한 속성을 가지는 기하특

폴라리티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는 점/직선들을 호모그

[4～5]

징이다

. 이는 점/직선에 비해 타원을 형성하는 곡선

래피 추정 시 제약조건으로 활용하면 추정성능이 개선

이 2차원 평면에 고루 분포하며 타원 자체가 대칭성을

됨을 보였다.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3차원 공간상의 타원이 2차원

본 논문은 2개의 공면점(共面點)을 이용한 타원특징

영상에 사영되는 경우, 모양이 변경되더라도 타원 자체

의 3차원 자세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공면

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은 영상 내

점이 채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공간 내에

[6～7]

에서의 타원검출을 용이하게 한다

. 이러한 장점에도

서 타원특징(원형특징 포함) 및 동일 평면상의 점/직선

불구하고 타원특징이 3차원 자체추정의 문제에서 점/직

들로 구성된 물체가 빈번히 관찰되기 때문이다. 둘째,

선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 그 이유는 기존의 해법들이

공면점은 특징 추출의 관점에서 코너(Corners), SIFT-

제약조건과 응용방법 측면에서 점/직선을 이용하는 것

부류 불변특징(SIFT-like invariant features) 등으로 대

에 비해 다루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원이

체될 수 있다. 셋째, 사영기하학에서 타원에 대한 폴라

다양한 인공물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임

리티에 의해 점과 직선은 듀얼관계(Dual relationship)

을 고려할 때, 타원특징의 3차원 자세추정에 관한 명쾌

이며, 공면 직선은 공면 점으로 간단히 변환될 수 있다.

한 해법이 구해질 경우 그 활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본 논문은 타원특징과 2개의 공면점에 대하여 사영공간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볼 때, 타원특징에 관한 해법

에서의 변환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 한 후, 이를 토대

은 실제응용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타원특

로 타원 특징의 3차원 위치 및 자세 추정을 위한 알고

징에 비하여, 원형 특징에 대한 자세추정 문제는 상대

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본 논

적으로 해석이 용이하며 이에 관한 해법은 이미 보고된
[4～5, 8]

. 따라서, 본 논문은 원형특징에 국한된 연

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제

구를 제외하고 타원특징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논의

Ⅲ장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위치/자세 추정 알

바 있다

[5]

한다. Kanatani 는 타원 파라미터(이심률, 면적)와 카

고리즘을 기술한다. 제 Ⅳ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된

메라-물체평면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방법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 결

타원특징의 3차원 자세추정 문제에 대한 해석적 해법을

론을 맺는다.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정으로 주어진 거리는 사실상 실

Ⅱ. 문제의 정형화

제응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 Safaee-Rad[4, 9]
는 비록 모델타원의 모든 파라미터(6개 계수)들이알려
졌다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3차원 자세추정을 위한 충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좌표계를   로 표기하고,

분한 제약조건이 정의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기하정

그림 1과 같이  축이 영상중심을 통과하도록 설정한다.

[10]

두 시점에서

물체 좌표계는   로 표기하고 그림 1과 같이 설정

추출된 타원의 대응집합으로부터 호모그래피 행렬을 계

한다. 물체 좌표계에서 정의된 타원행렬 및 두 공면점

산하기 위한 선형대수적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이를 위

의 좌표를 각각    라 하고 이들의 집합을 물체

보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Sugimoto는

[11]

해서 최소 7개의 타원대응이 요구되었다. Kannala 는

모델이라 하자. 또한, 주어진 물체모델이 카메라영상에

최소 2개의 타원대응으로부터 호모그래피 행렬의 추정

투영되어 카메라 좌표계에서 각각    로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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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은     ∈    인 평면 위에 있는 식 (2)의 기
저곡선(Base curve)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그림 1.
Fig.

1.

(2)

   평면 위의 좌표를       라 할 때, 식

두개의 공면점을 포함한 타원형 물체의 3-D 위
치/자세 추정 문제의 직관적 도시
Intuitive description of 3-D pose estimation
problem for an elliptic object with two coplanar
points.

(2)를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식 (3)과 같다.

 
    ,  

  
   
      

(3)

었다고 하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모델

본 논문은 행렬  에 대하여       이고

  과 관측치   가 주어질 때 식

     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타원의 경우만을

(1)과 같이 물체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에 대해 나타

다루며, 행렬  를 이후로 타원 행렬(Elliptic matrix)이

내기 위한 변환행렬의 모든 요소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 명명한다.

        

    
     

     
          

Ⅲ. 3-D 위치/자세 추정 알고리즘

(1)

일반적으로 타원특징에 대한 3차원 자세추정 문제를

여기서  는 물체 좌표계의 방향(자세)을 결정하는

해석적으로 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공

회전 성분을,    는 병진(위치)성분을 각각 나타

면점을 도입하여 타원과의 기하학적 관계를 기반으로

낸다.

새로운 특징들을 정의한 후, 이를 활용하여 호모그래피

본 논문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다음을 가정한다.

추정과 분해를 통해 문제에 접근한다. 본 논문에서 제

첫째, 물체평면 상의 두 공면점   는 서로 동일하

안하는 방법은 그림 2의 절차를 따른다. 첫째, 영상으로

지 않으며 타원  위에 위치하지 않는다. 둘째, 카메라

부터 추출된 타원특징  와 두 공면점   로부터

는 보정되어 있다. 이는 이미 검증된 카메라 보정기법

2개의 삼각특징(Two triangular features)을 추출한다.

[14]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물체모델   로부터

기 때문이다.

삼각특징을 추출한 후 대응집합    을 구

을 통해 왜곡의 보정이 비교적 간단히 수행될 수 있
본 논문에서는 좌표표기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

성한다. 둘째, DLT (Direct Linear Transformation) 기

여, 2차원 영상좌표와 3차원 공간좌표를 대문자와 소문

법을 통해 대응집합으로부터 호모그래피 행렬을 추정한

자로 각각 구별하여  ∈   와 ∈   로 표기한다.
또한 위 첨자를 이용하여, 사영공간에서의 3-벡터 동차
좌표(3-vector homogeneous coordinates)를 



물체모델

로, 4Qo , Po,1, Po,2

벡터동차 좌표를   로 표기한다. 이차원 사영공간
Qc , Pc,1, Pc,2

[     ]에서는 직선 및 평면이 3-벡터로 표현

삼각특징 추출

{ fo,k , fck }k =1, 2...,6

호모그래피 추정

가능한데 정규화(Normalization)를 통해 단위벡터가 되
H

는 경우 이를   로 표기한다. 이때, 정규화 연산자를

 ∙ 으로 표기한다. 역으로, 벡터   는 동차벡터

T

  로 표현 가능한데 이를 위한 연산자를  ∙ 로 표
기한다.

그림 2.
Fig. 2.

꼭지점이 원점인 원추곡선(Conic sections)의 동차방

(286)

동차변환행렬 구성

(R, d1 t, n)

호모그래피 분해

제안된 3-D 자세/위치 추정 절차
Proposed 3-D pose estim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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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추정된 호모그래피 행렬을 분해하여 물체평면



에 대한 위치/자세 파라미터 


 



김헌희 외

호모그래피 추정을 위한 제약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를 결정한다. 넷

기하학적으로 이들 4개의 직선은 타원에 대하여 수 개
의 실수 교점들(Real intersections)을 생성하며, 이렇게

째, 위치/자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동차변환 행렬  를

생성된 교점들은 호모그래피 추정을 위해 직접적으로

구성한다.



이용될 수 있다. 타원과 두 공면점을 각각   
  

라 하고 식 (4)를 통해 계산되는 폴라벡터의 동차표현

1. 타원-공면점의 사영기하학적 해석

 
 
을 각각 
  라 하자. 그러면, 벡터   에 대한

가. 타원의 폴라리티(Polarity)



외적의 동차식   
 ×   은    평면에서 두 직

일반적으로 평면 호모그래피의 유일해는 최소 4개의


선에 대한 교점을 나타내며, 이를 

  로 표기하자.

 × 

독립된 점 또는 직선의 대응들(Correspondences)로부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     을 각각 통과

 × 

결정 가능하다. 이때, 3개의 점들이 동일한 직선 상에
존재하는 경우(Collinearity of points) 혹은 3개의 직선

 
하는 두 개의 직선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 ′ 로

들이 동일한 점을 지나는 경우(Concurrency of lines)에

표기하자.

[3]

는 유일한 호모그래피를 결정할 수 없다 .

그림 3은 상기 방법으로 정의된 4개의 직선 및 이들

호모그래피 추정을 위해 필요한 선형독립적인 제약

로부터 추출 가능한 타원과의 교점을 각각 나타내고 있

조건들을 찾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타원과 공면점에

 
다. 그림 3(a)는 2개의 공면점 
이 모두 타원의
  

대한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직선 
 ′ ′ 이 타원과 4

사영기하학적

(Projective

관계를

geometry)에서

이용한다.
타원에

대한

사영기하학
폴라리티

개의 교점을 형성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b)

[2～3, 12]

(Polarity)는 불변속성을 가진다

. 폴라리티는 원추



는 
 과   이 타원의 외부 및 내부에 각각 존재하는

곡선(Conic sections)에 대한 한 점(직선)과 한 직선(점)

경우를 나타내며 4개의 타원교점이 생성됨을 보여준다.

간의 상호간 매핑으로 정의된다. 3차원 공간상의 한 점

 
그림 3(c)와 3(d)는 
   이 모두 타원 외부에 존재

및 직선의 동차벡터를 각각   ,   라 하자. 그러면 타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3(c)와 같이 두 폴라직선의

원행렬  에 대하여 점   와 직선   의 폴라(Polar)
및 폴(Pole)에 대한 정규화 벡터는 각각 식 (4), (5)와


교점 
  ×    이 타원의 외부에 생성되면 4개의 타원교

같이 계산된다.

점이 추가적으로 생성된다. 반면, 그림 3(d)와 같이 교

      

(4)

       

(5)





점이 타원의 내부에 생성되면 8개의 타원교점이 추출될
수 있다. 특히, 폴라리티 속성이 사영공간에서 불변하므

1

여기서 위 첨자 “   ”은 3-벡터 동차표현을, “   ”는

l1H 3 ′

p1H 3

정규화된 3-벡터 동차표현을 각각 나타낸다. 식 (5)를
Q

이용하여 하나의 타원에 대한 폴라리티 속성을 두 개의

(a)

공면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러한

l1H 3′

경우 두 개의 직선이 추가적으로 추출 가능하나, 호모
[3]

p1H 3

pl H 3× l H 3
1

2

l

H3
1

l2H 3

p2H 3

l2H 3′

(b)
l1H 3

p1H 3

pl H 3× l H 3
1

2

l ′
H3
2

p1H 3

l2H 3′
pl H 3× l H 3
1

p2H 3

2

p2H 3
Q

나. 폴라리티에 의한 기하정보의 확장

(c)

한편, 타원 및 두 공면점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두 개

그림 3.
Fig. 3.

의 직선은 하나의 교점을 생성하므로, 이 교점과 두 개
의 공면점을 각각 통과하는 또 다른 두 개의 직선들이

(287)

2

l 2H 3

p2H 3
Q

l 2H 3′

l1H 3

그래피를 결정을 위한 충분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

l1H 3′

pl H 3× l H 3

l1H 3

l 2H 3

Q

(d)

l1H 3′

l 2H 3

두 점의 폴라리티로부터 추출되는 특징점
Avaliable features determined by the polarity of
two coplanar points for an el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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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의 대응점들은 호모그래피의 추정을 위한 제약

교점들은 타원으로부터 두 공면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조건들로 활용될 수 있다.

의존하여 생성된다. 그림 3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타원
교점들이 일부 중복됨으로써 호모그래피 추정을 위한

다. 최적 호모그래피 추정을 위한 특징 선택 전략

제약조건들 간의 선형독립성이 와해되는 특이위치가 존

폴라리티에 의해 추출 가능한 특징점들을 이용하여

재하는데, 이는 식(6)∼(8)과 같은 조건이 하나라도 성

호모그래피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1) 카

립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메라 시점 불변의 대응점 구성법, 2) 특이위치 공면점에

〈     〉 

대한 대책, 3) 특징점들의 공간분포가 고려되어야 한다.
카메라 시점 불변의 대응점 구성법-카메라 시점 불

〈 × 

변의 대응점을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그림 4









(6)


  

  ×   〉 


(7)



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자. 물체평면 위의 공면점은 타

〈     〉〈     〉 

원의 중심에 대칭을 이루며 위치해 있다. 따라서 두 개
의 폴라직선은 평행하며, 이들의 교점은 무한대에 위치

〈〉는

여기서

한다(Point at infinity). 만일 카메라가 각각 V1과 V3

와

의

(8)
내적을

나타내며

 
〈〉  와 같다. 식 (6)은 
   이 서로 켤레

위치에서 물체평면을 향했다면, 그림 4에서와 같이 각
각의 카메라 영상을 얻을 것이다. 두 시점에 대한 호모

(Conjugate)관계에 있는 경우로 그림 5(a)에서와 같이

그래피 추정을 위해서, 각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들로






 (또는   )이   (또는   )의 폴라-직선 위에 존

부터 대응집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모든 시


재하는 경우이다. 식 (7)은 

  이 타원  위에 나

 × 

점을 고려하여 일관된 규칙 하에 배치되어야 한다. 예

타나는 경우로서, 중복 교점으로 인해 단지 3개의 교점


를 들어, 교점 

  를 기준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특

 × 

만이 호모그래피 추정을 위해 유효한 경우이다. 마지막

징점들을 배치하는 경우, 올바른 대응집합이 구성되지



으로 식 (8)은 
중 어느 하나라도 자기-켤레
 , 

않는다. 다시 말해, 특징점들은 시점불변의 재배치

(Self-conjugate)관계를 가지는 경우이다. 그림 5(c)는

(Reordering)과정이 필요하다.

두 점이 모두 타원 위에 존재하여 단지 2개의 교점만이

l
pl H 3× l H 3
1

2

f2
f3

호모그래피 계산을 위한 유효한 제약조건들로 활용될

Camera image captured at viewpoint V3

Camera image captured at viewpoint V1

l

H3
2

H3
2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공면점이 타원 상

f2

f1
p2H 3

f1

p2H 3
p1H 3

p1H 3

f4

f3

l1H 3

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으므로 식(8)을 제외한 모

pl H 3× l H 3
1

2

든 경우를 고려한다.

f4

l p H 3× p H 3

l1H 3

1

p1H 3 ,Qp2H 3

=0

p2H 3 ,Qp2H 3

=0

p HH 33 H 3 ,Qp HH 33 H 3
l1 ×l2
l1 ×l2

=0

p1H 3 ,Qp1H 3

V1

V2

l 2H 3

l1H 3

2

p1H 3

p2H 3

V3

pl H 3× l H 3

Q

1

2

(a)
Object image

p2H 3
l

H3
1

l p H 3× p H 3

l2H 3

1

p1H 3

1

l

두 카메라 시점에 대한 특징 대응들의 변화
Difference of feature correspondences between
two camera viewpoints.

1

특이위치 공면점에 대한 대책-공면점이 타원에 대
하여 특이위치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타원

(288)

p1H 3

pl H 3× l H 3
1

2

2

p2H 3
Q

(b)

그림 5.
Fig. 5.

2

p2H 3
l 2H 3

Q

H3
1

pl H 3× l H 3

l1H 3

그림 4.
Fig. 4.

l pH 3× p H 3

2

p1H 3

l 2H 3

(c)

특이 위치 공면점에 대한 특징점 추출
Feature extraction in case of the points in
singular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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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희 외

공면점이 타원교점과 함께 호모그래피 추정에 직접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우선 두 공면점으로 정의

이용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면점과 타

되는 직선과 타원과의 교점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현재

원 교점들이 하나의 직선상에서 정의되지 않아야 한다

의 공면점에서 다른 공면점을 향하는 벡터를 정의하여,

는 것이다. 일례로 그림 5(a)와 같이 주어진 두 공면점

이 벡터의 방향으로 최 외곽에 위치한 타원교점을 삼각

이 켤레관계에 있는 경우, 두 타원 교점과 타원 내부의

특징의 주점으로 결정한다.

공면점은 동일직선 위에 놓여있다. 이러한 경우, 두 공

삼각특징의 나머지 두 점의 결정-공면점이 타원 외

면점을 대응집합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두 공면점으로부

부에 존재하는 경우, 타원교점은 현재 공면점의 폴라직

터 정의되는 직선과 타원과의 교점을 대응집합에 포함

선을 통해 추출하고, 이를 삼각특징의 두 꼭지점으로

시킬 수 있다.

결정한다. 공면점이 타원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두 폴

특징점들의 공간 분포-일반적으로 호모그래피를 결

라직선의 교점과 현재의 공면점을 지나는 직선을 통해

정하기 위한 대응점들은 각 평면에서의 공간적 분포가

타원교점을 추출하고, 이를 삼각특징의 두 꼭지점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이 호모그래피의 추정에 있어 노이즈

결정한다.

[3]

에 보다 강인하다고 알려져 있다 . 예를 들어, 그림

삼각특징의 재배치-일단 삼각특징이 결정되면, 삼각

3(a)와 같이 공면점이 타원의 내부에 위치한 경우, 각각

특징의 주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두 점을 반 시계 방향

의 공면점은 두 교점을 지나는 각각의 직선 위에 존재

재배치한다.

하므로 호모그래피를 결정함에 있어 그 영향력은 무시

그림 5는 앞서 언급한 전략을 통해 구현된 삼각특징

된다. 반면, 두 공면점을 지나는 직선으로부터 생성된

추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타원행

타원 교점은 대응점들의 공간분포를 넓게 할 수 있을

렬  와 두 공면점 벡터    를 입력받아, 두 삼각

뿐 아니라 호모그래피 추정에 있어 4개의 선형독립적인

특징 벡터           을 출력한다. 제 2∼5행은

제약조건들이 추가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추정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두 공면점의 활용 시 공간분포가 최대가 되도록
최대공간분포(Maximal spatial distribution) 전략을 통
해 두 공면점과 이로부터 생성 가능한 타원 교점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2. 삼각특징 추출 알고리즘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타원특
징 및 두 개의 공면점을 이용한 호모그래피 추정 방법
을 설명한다. 제안된 방법의 핵심은 하나의 타원과 두
공면점을 이용하여 두 삼각특징(Triangular features)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호모그래피 추정을 위한 대응
집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제안된 방법에서, 삼각특징의
주점(Major point)은 공면점이 관여되며, 나머지 두 점
은 폴라리티에 의한 타원교점이 관여된다. 주점의 위치
에 따라 두 삼각특징의 공간 분포가 달라지며, 본 논문
에서는 최대공간분포를 가지는 두 삼각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이용한다.
삼각특징의 주점의 결정-공면점이 타원의 외부에

그림 6.
Fig. 6.

존재하는 경우, 그 공면점을 삼각특징의 주점으로 결정
한다. 만일 공면점이 타원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289)

제안된 삼각특징 추출 알고리즘
Proposed algorithm for extracting two triangular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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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3

f2,1

f1,2
f1,3

f1,2

f2,3

Q

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추정된 호모그

f1,1

f1,1

f2,2

래피를 분해하여 3차원 자세/위치 파라미터를 구한다.

f2,2

서로 다른 위치의 카메라에 대한 이미지 평면을 각각
f2,1

   라 하자.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에 대하여 두 카

Q

f2,3

(a)

그림 7.
Fig. 7.

29

메라 좌표계 상의 이미지 평면     위에 투영된 좌

(b)

삼각특징추출 알고리즘 적용 사례
Case examples of extracting two triangular
features.

표를 각각      라 할 때   과   는 식 (9)와 같은
관계로 표현 가능하다.

      

폴라벡터 및 교점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제 7∼13행은

(9)

삼각특징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제 7행은 공면점  가

평면   에 대한 법선벡터를  이라 하고 이 평면과

타원의 외부에 위치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조건문을

카메라와의 거리를  라 하면, 평면   위의 좌표   은

나타낸다. 함수     은 타원행렬

     의 관계를 만족한다. 이를 식 (9)에 도입하여

 와  으로 정의되는 직선과의 교점을 계산하는 함수








정리하면         과 같이 표현된다. 이때  

이다[5]. 함수      는 두 개의
교점 중 벡터 의 방향으로 최 외곽에 위치한 교점을

과   의 관계는 간단히      으로 표현 가능한

반환하는 함수이며, 이는 최대공간분포 전략을 반영된

데 식 (10)과 같이 정의된 행렬  를 평면 호모그래피

것이다. 제 14행은 추출된 삼각특징을    평면에 사

라 한다.

영하는 역할을 하며 15행∼17행은 삼각특징의 순서를




      

재배치하기 위한 과정으로, 삼각 특징          의
각 꼭지점은 주점을 기준으로 하여 반 시계 방향으로

(10)

는



정규화된

병진벡터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행렬  는

    

여기서  은 회전행렬{  ∈   )을,

에 위치되도록 한다.
그림 6은 삼각특징 추출의 예시로서, 그림 3(a)와 그
림 4(b)의 조건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의 요소의 조합으로 표현되며, 역으로 행렬  의 분해

추출되는 두 개의 삼각특징들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를 통해 변환 요소

그림 3(a)의 두 공면점은 모두 타원 내에 위치해 있으

    을 구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행렬  의 분해를 위해 SVD(Singular Value

나 추출되는 삼각특징의 주점은 그림 7(a)에서와 같이

Decomposition) 기반의 분해기법을 이용한다[12].

타원교점으로부터 추출되었으며, 주점을 기준으로 반시
계방향으로 특징점들이 배치되었다. 또한 그림 7(b)는

호모그래피 행렬  에 대하여     와 같이 스

공면점이 삼각특징의 주점으로 선택된 사례를 보여주고

칼라 상수  의 곱으로 표현되는 행렬   을 고려하자.

있다. 여기서, 두 개의 특징점       이 중복되어 있

여기서 행렬   은 4개이상의 대응점들로부터 직접적으

고 이들이       과 동일직선 상에 놓여있지만, 4개

로 결정되는 호모그래피 행렬이며, 호모그래피 분해과

의 특징점           은 유일한 호모그래피를

정에서 이용되는 호모그래피 행렬은 상수  에 의해 정

결정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만족한다.

규화 되는     이다. 이 때, 상수  는 행렬   의




특이값들(Singular values)에 대한 중간값(median)으로

3. 호모그래피 추정 및 분해

[15]

결정된다 .

본 논문에서는 삼각특징 추출 알고리즘에 의해 모델

행렬  의 특이값은 행렬   에 대한 고유치의 제

및 영상평면에서 각각 추출된 특징들을 6개의 점대점

곱근과 같으며, 식(11)과 같이 행렬 대각화를 통해 고유

대응쌍으로 구성하고 DLT 기법을 통해 평면 호모그래

치 및 고유벡터로 분해될 수 있다.

피를 추정한다. 평면 호모그래피는 두 평면 간의 변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다시 회전 및 병진성

(29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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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행렬    는 대칭(Symmetric) 행렬이므로 고

성된다.

유벡터로 구성된 행렬             는 직교행렬
(  ∈   )이

   

 

  

된다.

여기서

과

 

 

같고

대각행렬

≧

 

≧

 

김헌희 외





는



 

≧ 의

 



 

(18)

관계가 되도록 정렬된다. 또한 행렬  는 행렬   의

그러나, 호모그래피 분해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정규화 행렬로서     이다. 일반적으로 호모그래피

    의 해는 2개가 존재하므로 식 (18)의 동차변환

행렬  의 분해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에 대

행렬 또한 두 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동차변환행렬 중 유일해를 결

한 해는 4개가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인 제

정하기 위하여 역투영오차(Reprojection error)를 이용

약조건     을 적용하여 이를 만족하는 2개의 해

한다. 두 개의 동차변환행렬을 각각   및   라 하자.

를 선택한다. 여기서     로서 물체좌표계의

그러면 모델평면 위의 두 공면점    ∀   를 변

 축의 기저벡터를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행렬  를 분
해하여 구한

환행렬   와   를 통해 2D영상평면으로 역투영시킬

    의 해는 식(12)∼(14)와 같다[15].

   



수 있다. 즉, 4-벡터동차표현을 통해, 
        ,



        가 되도록 변환시킨 후 이차원 영상평면

(12)

으로 투영시켜 구한 2차원 좌표를 각각        라 하

  ±   ×  

(13)

자. 영상평면에서 관측된 특징점    의 좌표정보는 이
미 알고 있으므로, 두 좌표간의 오차를 동차변환행렬의


  ±    

 

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동차변환행렬 

(14)

의 유일해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규칙은 식 (19)와 같다.

여기서    이고, 법선벡터 및 병진벡터의 서로 다



   는 식 (15),(16)과 같이 결정된다.
          × 

(15)

            ×  

(16)

  



 ∥





 ∥

(19)

Ⅳ.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된 타원특징의 위치 및 자세 추정

여기서     는 각각 식 (17)에 의해 계산된다.

      ± 
     


    






  
∥  ∥ 
   


 

른 두 방향을 모두 고려하면 해의 개수는 4개이다.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
서 기존의 방법과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제
안된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위치 및 자세 추정오

(17)

차를 분석하고, 공면점의 위치에 따른 추정성능의 민감
도를 분석한다.

여기서      는 직교행렬  의 열벡터를 각각 나타
내며     이 적용되어 있다.

1. 기존 방법과의 성능 비교
[13]

Gupta 의 방법은 호모그래피 추정의 관점에서 제안

4. 동차변환행렬의 구성 및 유일해 결정

된 방법과 가장 근접한 방법이다. 기존 방법에서 대응

앞 절에서 호모그래피 행렬  로부터 두 평면에 대

점의 구성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원 외

    을 구하기 위한 해

부의 점은 폴라직선을 생성하고, 폴라직선은 타원과 2

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구하고

개 점에서 교차하므로 추가적인 2개의 점 정보를 얻는

자 하는 동차변환행렬  는 식 (18)과 같이 간단히 구

다. 둘째, 타원 내부의 점은 폴라리티에 의해 하나의 추

한 회전 및 병진 파라미터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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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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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호모그래피의 추정 및 평가. (a,c)물체모델, (b)기존의 방법, (d)제안된 방법
[13]
Estimation and evaluation of planar homography. (a,c)object model, (b)previous method ,
(d)proposed method.

가적인 직선을 생성하므로 1개의 직선 정보를 얻는다.

영상에 투영시켰을 때 그림 7(b)의 결과를 얻었다. 여기

즉, 기존의 방법은 상기의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기하

에서 알 수 있듯이 추정된 호모그래피는 물체평면의 점

특징들을 추출한 후 호모그래피를 추정하는 것이다.

들을 영상평면에 정확히 매핑하지 못했으며 평균 44.3

본 논문은 호모그래피 추정의 관점에서 기존 방법과

픽셀오차를 발생시켰다.

의 추정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그림 7(a)와 같이 물

반면, 제안된 방법으로 추정된 호모그래피는 물체평

체의 모델이 하나의 타원과 타원 내부에 위치한 두 공

면의 4개 점들을 정확하게 영상평면에 투영시켰다. 그

면점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직사각형 영역

림 7(d)의 굵은 사각형은 이들의 투영결과를 나타낸 것

은 호모그래피의 추정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으로서, 이를 통해 사각형의 원근투영이 정확히 수행되

와 같은 물체를 카메라 좌표에 대하여 z축으로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시킨 후 y축에 대해  회전시키면, 카메라에 투

기존의 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호모그래피의 추정오

영된 물체는 그림 7(b)와 같이 변형된다. 여기서, 카메

차가 큰 이유는 2개의 점과 2개의 직선으로 구성된 대

라 모델은 주점(Principal points)이 (320, 240), 초점길

응집합은 호모그래피 결정을 위한 충분조건을 만족하지

이    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렌즈왜곡(Radial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7(a),(b)의 경우, 두 공면점으로

distortion)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정의되는 직선을 고려하면, 정의될 수 있는 점의 개수

기존방법을 적용할 경우, 호모그래피 추정에 이용되

는 단지 3개에 불과하고 이들로부터 유일한 호모그래피

는 기하학적 정보는 2개의 점과 폴라리티에 의해 추출

는 결정될 수 없다.

되는 2개의 직선이다. 모델과 영상 평면에 대하여, 점
및 직선의 대응쌍을 구성하여 추정된 호모그래피는 그

2. 자세 및 위치추정 성능 분석

림 7에 나타나 있다. 추정된 호모그래피를 이용하여 그

제안된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본 논문은 시뮬레

림 7(a)의 물체평면 상에 있는 직사각형(4개 코너점)을

이션 환경에서 타원특징의 자세 및 위치 추정성능을 다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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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희 외

100

160

Two coplanar
points

Reference points
(corners)

(a)
그림 8.
Fig. 8.

(b)

(c)




(a) 모델 이미지, (b) 테스트 이미지[        ,     ], (c) 3차원 위치/자세 추정 결과
(a) model image, (b) an example of test images, and (c) 3-D pose estimation result by proposed method.

양한 카메라 시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공면점의 위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
이미지는 장축 및 단축의 길이가 각각 (160,100) 픽셀이
고 영상중심에 중심점이 위치한 타원특징을 포함한다.
두 개의 공면점은 각각의 독립된 실험환경 내에서 고정
되거나 변경가능 하도록 하였다. 추정성능 분석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괄적인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주
어진 모델이미지에 대하여 가상의 카메라 모델을 통해
생성된 영상들을 이용하였다. 카메라의 모델은 앞 절의
것과 같다. 이러한 영상들은 그림 8(a)로 정의되는 타원
특징이     축에 대하여 회전        
및 병진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생성
되었다. 이러한 변환 파라미터들은 성능분석을 위해 참
그림 9.
Fig. 9.

조값으로 직접 이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영상들에 대하여, 본 논문은

타원특징의 3차원 위치 및 자세 추정오차
Estimation errors with respect to 3-D position and
orientation of an elliptic feature.

윤곽선추출 기법을 통해 물체를 분할하고, 분할된 윤곽
선을 DLT 기법을 통해 타원방정식의 계수를 근사하였

첫 번째 실험을 위해서     ,   

다. 두 공면점은 붉은색의 3×3픽셀로 표시하여 검출이

에 위치한 타원 물체를 대상으로     을 각각 -45∼

용이하도록 하였다.

45°범위로 매 10°간격에서 실험 영상들이 생성되었다.

위치추정 오차 분석을 위해, 제안된 방법에 의해 얻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열에 대한 모든   에

어진 병진벡터  는   와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해

대한 위치 및 자세 오차들의 평균을 취하였다. 그림 9

오차를 계산하였다. 또한, 자세추정 오차 분석을 위해

는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원형특징의 자세(위) 및 위치

타원의 장․단축의 길이로 정의되는 사각형의 모서리

(아래) 추정오차를  의 매 측정위치 별로 각각 나타낸

좌표를 활용하였다. 즉, 참조값     를 통해 구성

것이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정면에서 관측되는 경우 자

한 동차변환행렬   와 제안된 방법을 통해 추정된

세오차가, 측면에서 관측되는 경우 위치오차가 다소 증

변환행렬  를 이용하여 물체평면의 사각 모서리 좌표

가되는 경향은 있으나, 그 오차는 평균 1.5픽셀 미만으

를 영상평면에 역투영시킨 후 이들의 평균오차를 산출

로 안정적인 위치/자세추정 성능을 보였다. 그림 9에서

하여 자세정합오차로서 간주하였다.

각 오차에 대한 오프셋이 존재하는 것은 실제 모델 파
라미터에 대하여 타원 및 특징점 추출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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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으로 타원의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에

오차로 사료된다.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0(a)의 경우와 마찬가

3. 공면점의 위치에 따른 민감도 분석

지로 고정점 근방과 타원 근방에서는 자세 추정오차가

다음으로 고정된 카메라 시점에서 두 개의 공면점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인 위치로부터 기인되는 추정오차를 분석하였다.

이 두 실험을 통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본 논문은 타원특징의 위치/자세 추정을 다루는 실제

다. 첫째, 두 개의 공면점의 위치가 근접하면 추정오차

응용을 고려하여 추정성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민감한

는 증가한다. 둘째, 공면점이 타원 근방에 있는 경우 추

공면점의 위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 이용된

정오차는 증가한다. 이러한 두 경우는 실제 응용문제에

타원은 (160,100)픽셀 크기이며, 카메라 변환 파라미터

있어 큰 제약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가 특징





는     ,       이다.

점 추출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

각 모델이미지에서, 두 개의 공면점 중 하나는 고정되

이다. 민감도 분석 결과는 2-공면점에서 N-공면점으로

었고 다른 한 점은 영상의 크기 640×480의 90% 범위

확장되어 응용될 때, 다수의 공면점들 중 상대적으로

내에서 매 2픽셀 간격으로 이동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

오차에 둔감한 위치의 공면점을 선택하거나 혹은 각 공

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15805 (145×109)쌍의 모델과 샘

면점 쌍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과정에서 활용

플영상들에 대하여 제안된 방법을 적용시킨 후 각각에

될 수 있다.

대한 추정오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공면점

V. 결 론

이 타원의 내부에 존재할 경우와 외부에 위치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0(a)는 고정된 공면점이 이미지 중심을 원점으

본 논문은 타원특징의 3차원 위치 및 자세추정 문제

로    위치에 위치했을 때, 다른 한 점(유동점)의

를 다루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본 논문은 2개의 공

위치에 따른 자세추정오차(평균정합오차)를 로그 스케

면점을 도입하여 삼각특징 추출, 호모그래피 추정/분해,

일로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낮

동차변환행렬 구성의 단계로 구성된 자세추정 알고리즘

은 오차를 보이는 반면, 유동점이 고정점 근방에 위치

을 제안하였다. 우선 두 개의 공면점과 타원특징에 대

하는 경우 오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여 사영공간에서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들의 변환

유동점이 타원 근방에 위치할수록 부분적으로 오차가

관계를 해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타원특징의 3-D자세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b)는 고정점의 좌

추정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개의 삼각

그림 10. 공면점의 위치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a)고정점이 타원 내부에 위치, (b)고정점이 타원 외부에 위치
Fig. 10. Sensitivity analysis for a coplanar point location when the fixed point is (a)inside conic and (b)outside c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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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희 외

특징의 3차원 자세 및 위치 추정”, 대한전자공학
회, 전자공학회 논문지-SC, 제 48권, 제5호, 2011
년.
[9] R. Safaee-Rad, K. C. Smith, B. Benhabib, and I.
Tchoukanov, “Constraints on quadratic curves
under perspective projection,” in Proc. of IEEE
Conf.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vol. 1,
pp. 57-62, 1991.
[10] A. Sugimoto, “A linear algorithm for computing
the homography from conics in correspondence,”
Journal of Mathematical Imaging and Vision,
vol. 13, pp. 115-130, 2000.
[11] J. Kannala, M. Salo, and J. Heikkilä, “Algorithms
for computing a planar homography from conics
in correspondence,” in Proc. of British Machine
Vision Conference, pp. 77-78, 2006.
[12] C. Conomis, “Conics-based homography estimation from invariant points and pole-polar
relationships,” in Proc.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3D Data Processing, Visualization, and
Transmission, pp. 908-915, 2006.
[13] A. Gupta, J. J. Little, and R. J. Woodham,
“Using line and ellipse features for rectification
of broadcast hockey video,” in Porc. of Canadian
Robot Vision(CVR '11), pp. 32-39, 2011.
[14] Z. Zhang. “A flexible new technique for camera
calibra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22, no.
11, pp. 1330-1334, 2000.
[15] Y. Ma, S. Soatto, J. Kosecka, and S. Sastry, An
invitation to 3-D vision, Springer, 2004.

특징을 정의하였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삼각특징 대응들을 이용한
평면 호모그래피의 추정과 추정된 호모그래피의 분해를
통한 동차변환행렬의 구성방법을 제시하였다. 동차변환
행렬의 유일해는 두 공면점에 대한 역투영 오차를 이용
하여 결정되었다.
제안된 방법은 호모그래피 추정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법과 비교 평가되었으며, 제안된 방법을 통해 이론적
으로 정확한 호모그래피의 계산이 가능함을 보였다. 테
스트 영상들에 대한 자세 및 위치추정 오차의 분석결과
로 제안된 방법은 평균 1.5픽셀 미만의 안정된 추정성
능을 보였다. 특히 본 논문은 실제 응용에 유용할 수 있
는 공면점의 위치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제안된 방법의 다
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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