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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의 3D 콘텐츠 제작에 있어 입체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상의 수직시차 교정방법으로, 베이지안 접근방식을

적용한 사진측량기반의 강인 편위수정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상의 수직시차 제거 과정은 크게 기하추정 단계와 에피폴라 변환 단

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하추정을 위해 사진측량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면조건 기반의 상대표정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
때 상대표정 알고리즘에는 자동 정합점 추출에 따른 오정합과 위치오차에 강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조건을 도입한 베이지안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에피폴라 변환에는 영상의 왜곡과 원 영상 대비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선조건기

반의 중심투영변환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알고리즘의 성능검증을 위한 비교 알고리즘으로, 기하추정에는 일반적인 상대표정 알고리

즘과 컴퓨터비전분야의 8점 알고리즘 및 스테레오 캘리브레이션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에피폴라 변환에는 Hartley 방법과 Bouguet 방
법이 사용되었다. 실험결과는 제안 알고리즘의 높은 정확도와 여러 오차요인들에 대한 강인성, 그리고 최소화된 영상변형의 결과를 보

여주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photogrammetric rectification method based on Bayesian approach as a method that eliminates vertical 
parallax between stereo images to minimize visual fatigue of 3D contents. The image rectification consists of two phases; geometry 
estimation and epipolar transformation. For geometry estimation, coplanarity-based relative orientation algorithm was used in this 
paper. To ensure robustness for mismatch and localization error occurred by automation of tie point extraction, Bayesian approach 
was applied by introducing several prior constraints. As epipolar transformation perspective transformation was used based on 
condition of collinearity to minimize distortion of result images and modification for input images. Other algorithms were 
compared to evaluate performance. For geometry estimation, traditional relative orientation algorithm, 8-points algorithm and stereo 
calibration algorithm were employed. For epipolar transformation, Hartley algorithm and Bouguet algorithm were employed. The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roduced results with high accuracy, robustness about error sources and 
minimum image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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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제 촬영현장에서는 입체피로

의 주원인이 되는 영상간의 수직시차 발생을 억제하기 위

해 카메라 리그(rig)라 불리는 고가의 특수촬영장비가 사용

된다. 이 장비는 카메라 배치형태에 따라 수직리그와 수평

리그로 나뉘며, 정밀한 카메라 조정이 가능하여 촬영 전 영

상간의 수직시차 제거를 위한 카메라 정렬작업에 널리 활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카메라 정렬작업은 사람에

의해 수동으로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직시

차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게다가 작업과정에 있어서도 전문적 기술과 경

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활한 3D 콘텐츠 제작과 보급에 있

어 커다란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콘텐츠 제작의 후반부 과정에서는 촬영단계에서 발

생된 영상간의 수직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후처리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2].

영상의 수직시차 불일치 문제는 편위수정(rectification)
이라 불리 우는 영상의 기하학적 변환기법을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그 결과로 두 영상은 공간상에서 동일평면 위에

놓이게 되어, 영상간의 모든 정합점들은 동일한 수직좌표

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3D 콘텐츠 제작과정의 후반부

과정에서는 영상간의 수직시차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 비전방식의 편위수정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들 기법은 카메라 보정정보(calibration data)의 유무에 따

라 크게 calibrated case와 uncalibrated case로 구분되고 있

다. 먼저, calibrated case는 각 카메라의 내부 및 외부인자

를 사전에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카

메라 내부인자는 카메라 고유의 특성인자인 초점거리, 주
점의 위치 등을 의미하며, 반면 외부인자는 촬영시점과 촬

영장소마다 변경될 수 있는 카메라의 자세각 및 위치 등을

의미한다. 보통 이러한 카메라 보정정보는 체스보드(chess 
board)와 같은 보정패턴을 촬영하여 획득된다

[3,4]. 하지만

이 작업은 본 촬영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는 점 때문

에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큰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calibrated case에서 수행되는 편위수정 방식은

두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제작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

된 형태일 때, 더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uncalibrated case는 사전에 카메라 보정정보가 획득

되기 어려운 경우에 수행되는 편위수정 방식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실제 많은 컴퓨터비전 응용분야에서 이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5-9]. 일반적으로 uncalibrated case의 편

위수정 방식은 스테레오 영상의 에피폴라 기하(epipolar ge-
ometry)을 설명하는 기본행렬(fundamental matrix)을 기반

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본행렬은 스테레오 영상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설명해주는 3×3의 정방행렬로서, 영상에

서 획득된 정합점들의 위치정보만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편위수정

방식은 카메라 보정정보를 통해 수행되는 calibrated case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와 영상에 불필요한 왜곡

이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진측량기반의 상대표정

기법을 적용하여 영상간의 기하구조를 정밀하게 추정하

고 이로부터 중심투영변환을 수행함으로써 영상의 수직

시차 및 왜곡을 최소화하는데 좋은 결과를 성취하였다
[10]. 그러나 이러한 방식마저도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오직 영상의 정합점만을 이용하여 기하구조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합점의 위치오차에 민감할 뿐 아니라, 3D 
영화와 같은 연속된 영상 시퀀스로 이루어진 콘텐츠의

경우에는 실제 대상장면에 대한 모델공간 좌표계를 기

준으로, 장면을 구성하는 프레임들이 서로 동일한 기하

구조로 추정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영상 시퀀스의 편위수정 결과는 각각의 프레임들

이 서로의 연속성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상 장면에

대한 흔들림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오

차요인의 증가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김재인 외 1인 : 고품질의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베이지안 접근방식의 사진측량기반 편위수정기법 개발 33
(Jae-In Kim et al. : Development of Photogrammetric Rectification Method Applying Bayesian Approach for High Quality 3D Contents Production)   

장면을 대표할 기하구조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

라 잘못된 결과를 선택함에 따라 3D 콘텐츠의 전반적인

품질을 저하시키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기 쉽다.
카메라 정렬 오류로 인해 발생된 영상간의 수직시차 교

정 작업은 3D 영화의 경우, 입체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며, 또한 최근 활발히 연구되

고 있는 실감방송 서비스의 경우에도 다시점 영상의 정렬

과 깊이영상 제작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의 문

제점으로 언급한 기하추정의 강인성 및 안정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베이지안 접근방식을 적용한 사진측량기반의

강인 편위수정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제안 알고리즘

기존 사진측량기반의 영상 편위수정 기법은 크게 기하추

정 단계와 에피폴라 변환단계로 나눌 수 있다
[12]. 먼저, 첫

번째기하추정 단계에서는 모델공간상에 두 영상간의 상대

적인 자세와 위치를 추정하여 기하학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상대표정 작업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하

관계를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은 비선형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표정 과정에는 테일러 전개를 통한 모

델 방정식의 선형화와 최소제곱조정을 통한 반복적 추정과

정이 포함된다. 다음의 에피폴라 변환단계에서는 앞 서 추

정된 영상간의 상대표정요소(상대적 자세와 위치요소)로부

터 에피폴라 변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영상 간에 발생된 수직시차는 정확하게 제거될 수 있다. 그
러나 이 과정은 표정요소의 추정 정확도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에 상대표정 과정에서 정확하고 강인한 추정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세부 절에서는 고품질의 3D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상대표

정방법과 에피폴라 변환방법에 대해 각각 상세히기술한다.

1. 베이지안 접근방식을 적용한 상대표정

에피폴라 기하학은 두 영상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에피폴라 기하 수

립을 위한 제약조건식(또는 공면조건식)은 그림 1에 묘사

된 공간상의 벡터들로부터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 , 는 각각   ,   ,  

을 의미한다.


·×    (1)

 

그리고 위 식은벡터     라했을 때, 다음
의 식 (2)과 같이 행렬 간 곱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   















  
  
  

 
(2)

그림 1. 모델 공간과 카메라 공간에서의 에피폴라 기하
Fig. 1. Epipolar geometry in model and camera space

일반적으로 사진측량분야에서는 종속적 상대표정을 위

해 좌측 영상의 카메라 공간좌표계를 모델 공간좌표계와

동일하게 배치하여, 우측영상의 자세각 요소와 위치요소만

을 실제 추정하고자 하는 모델 방정식의 미지수로 간주하

게 된다. 이 때, 우측영상의 위치요소 중 X방향의 투영중심

위치는 모델 공간의 스케일과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적

당한 상수로 고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델 방정식의 실

질적인 미지수 개수는총 5개로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는 실제 촬영 환경상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다. 5개 표정요소를 미지수로 하는 종속적 상대표정

을 위해 식 (2)의 공면조건식을 모델 방정식으로 하여,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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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간좌표계로 나타내면 카메라 공간상의벡터 , 와
모델 좌표계에 대한 우측영상의 회전행렬 로부터 다음

의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며,

   

 


    











  
  
  











  

  

  















 

(3)

최소제곱조정을 통해 5개의 표정요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 (4)와 같이 테일러 전개를 통한 선형화 과정이 요구된다.  

       (4)

여기서,

 
   

  
   (5)

 



 



















 (6)

   
 (7)

위 수식 (4)와 같이 모델 방정식이 선형화되고 나면, 다음
식 (8)와 같은 형태로 식을 구성하여 반복적인 최소제곱조

정을 통해 최종표정요소들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

다. 이 과정에서 미지수로 간주되는 5개 표정인자의 초기값

은 모두 ‘0’으로 설정된다. 이는 일반적인 스테레오 촬영에

있어 두 카메라가 가지는 구조적 배치에 기인한다.   

 ,    (8)

그러나 이러한 상대표정방식 역시도 앞 서 서론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기본행렬 기반의 편위수정 방식에서 나타

나는 기하구조 추정상의 비일관성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는 두 영상 간 정합지점에 해당하는 모델

공간상의 대응점이 부재하여, 절대표정이 이루어질 수 없

다는 점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일반적인 상대표정방식이 아닌, 사전정보의 도입을 통해

표정요소의 추정 안정도를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베이

지안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상대표정 기법을 적용하고

자 한다.
베이지안 접근방식을 따르는 최소제곱조정과정에서 사

전 제약조건은 가중치의 형태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수식

(8)은 다음의 수식 (9)와 같이 가중최소제곱조정의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정식 행렬 는 미지수

보정인자에 대한 사전 제약조건들까지 고려하기 위해 수식

(10)에서와 같이 행렬 의 형태로 변형된다
[11]. 이러한 부

분이 일반적인 가중최소제곱조정법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각의 관측방정식에 대한 제약조건뿐

만 아니라 미지수 보정인자에 대한 제약조건까지도 미지수

추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9)

여기서, 

 


 




,  



 





,  




 


 

 
(10)

 : 입력 정합점에 대한 카메라 공간좌표의 폐합오차(misclosures) 벡터
 : 미지수 보정인자들에 대한 폐합오차 벡터
 : 카메라 공간좌표계상에서 정합점 위치좌표에 대한 사전 공분산 행렬
 : 미지수 보정인자들의 사전 공분산 행렬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최소제곱조정과정에서

각 미지수 보정인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변동폭을 사

전에 주어진 제약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제한함으로

써 주어진 제약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키며 정확도 높은

미지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미지수 보정인자

들에 대한 사전 제약조건을 실제 카메라 배치의 구조적

특성을 근거로 부여하게 된다면, 앞 서 문제점으로 제

기된 기하구조 추정상의 비일관성 문제와 오차요인에

대한 민감성 문제 모두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 알고리즘에 적용될 사전 제약조건의

결정은 추후 3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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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선조건을 이용한 에피폴라 변환

에피폴라 변환은 수립된 기하구조를 바탕으로 스테레오

영상간의 수직시차를 제거함으로써 입체시가 가능한 상태

로 만드는 영상의 기하학적 변환을 의미한다. 사진측량분

야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선

조건식을 이용한 중심투영변환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선조건식을 이용한 중심투영변환 기법은 모델 공간좌

표계에 대한 수직영상변환과 촬영기선에 대한 수직영상변

환으로 구성된다
[12]. 여기서 모델 공간좌표계에 대한 수직

영상변환은 모델 공간에 대해 회전요소가 모두 ‘0’인 수직

상태인 영상으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바

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두 영상간의 상대표정요소를 추정

하기 위해 종속적 상대표정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측영상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그림 2(a)). 
그러나 그림 2(b)에서 설명하는바와 같이 기선에 대한 수직

영상변환은 모델 공간좌표계에 대해 두 영상 모두 기선에

대한 회전요소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양측 영상 모두에 적

용될 필요가 있다.  
촬영기선에 대한 각각의 회전요소 , , 는 우측영상

의 위치요소 ,  , 로부터 다음수식 (11)과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    tan 


 
 

 ,  tan 



(11)

그리고 두 영상간의 수직시차를 제거하기 위한 회전행렬

는 모델공간에 대한 회전변환행렬  와 촬영기선에 대

한 회전변환행렬 로부터 수식 (12)와 같이 정의된다.

 
,   (12)

이 후 회전행렬 는 공선조건식에 대입되어 수직시차

제거를 위한 에피폴라 영상제작에 사용된다. 다음수식 (13)
은 원 영상 위의 한 점  이 공선조건에 의해 수직영상

위의 한 점  으로 투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때, 

식의 ⋯   은 회전행렬 의 행렬요소를 의미한다.

  ×



  ×


(13)

     (a) 모델공간에 대한 수직영상변환

 
     (b) 촬영기선에 대한 수직영상변환

그림 2. 종속적 상대표정에 따른 에피폴라 변환과정
Fig. 2. Epipolar resampling via dependant relative orientation

Ⅲ. 실험 결과 및 분석

1. 실험환경 및 방법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분석을 위해 웹캠 두 대를 이용하

여 실험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실험데이터는 카메라 자세

및 위치를 고정한 채 피사체의 움직임만이 존재하도록 하

여, 연속적인 100장의 시퀀스 형태로 2개 세트(TEST 01, 
TEST 02)가 제작되었다. 이 때, 촬영과정에서 TEST 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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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01 (b) TEST 02

그림 3. 검증실험을 위해 제작된 영상 데이터셋 (영상크기: 320×240, 카메라: Microsoft LifeCam Cinema)
Fig. 3. Image datasets made for performance evaluation (Image size: 320×240, Camera: Microsoft LifeCam Cinema)

경우는 대략적인 카메라 조정을 통해 자세 차이가 크게 나

지않게 하였으며, 반대로 TEST 02는 카메라 간 자세 차이

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소 차이를 두어 제작하였다. 
다음의 그림 3은 실험에 사용된 영상 데이터셋을 보여준다.
알고리즘의 성능분석에 있어, 에피폴라 기하 추정에는 비

교 알고리즘으로 8점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

로 패턴영상을 이용한 스테레오 조정 알고리즘과 기존 상대

표정 알고리즘
[10] 또한 구현하여 성능을 분석해보았다. 에피

폴라 변환 알고리즘으로는 기본행렬 방식에 적합한 Hartley 
알고리즘

[13]
이 비교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었으며, 스테레오

조정방식에는 Bouguet 알고리즘
[14]

이 사용되었다. 다음의

표 1은 케이스별 알고리즘의 조합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방식 기하추정 에피폴라 변환

Case 1 8점 알고리즘 Hartley 변환 알고리즘

Case 2 정규화된

8점 알고리즘 Hartley 변환 알고리즘

Case 3 스테레오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
Bouguet 변환 알고리즘

Case 4 상대표정알고리즘 중심투영변환 알고리즘

Case 5
(제안방식)

베이지안

상대표정 알고리즘
중심투영변환 알고리즘

표 1. 성능비교 검증을 위한 방식별 비교 알고리즘의 조합형태
Table 1. Cases of comparison algorithms for performance evaluation 

에피폴라 기하추정을 위한 정합점 추출에는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15]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으

며, 특히 TEST 02의 경우는 제안 알고리즘의 강인성 분

석을 목적으로 오정합점 제거를 위한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16] 적용 시 허용오차를 TEST 01에 비

해(TEST 01의허용오차는 1 pixel로 설정) 3배 크게 설정하

여 정합점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기하추정을 위한 모델

정합점과는 별개로 알고리즘의 성능분석을 위한 검사점은

직접 정밀하게 각 영상 데이터별로 10점씩 추출하였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전에 취

득한 검사점들을 대상으로, 에피폴라 라인 추정정확도

() 및 기울기의 변동폭() 그리고 에피폴라 변환에

따른 수직시차 제거 정확도() 등이 성능지표로서 측정

되었다. 여기서 에피폴라 라인 추정정확도는 검사점과 추

정된 에피폴라 라인과의 이격거리 오차를 의미하며, 변환

결과에 따른 수직시차 제거 정확도는 검사점들이 에피폴라

변환식에 따라 재투영되었을 때 정합점간에 발생되는 Y 좌
표 값의 차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에피폴라 라인 기울

기의 변동폭은 각각의 검사점에서 추정되는 에피폴라 라인

기울기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이 성능지표를 통해 기하

수립의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2. 강인추정을 위한 제약조건의 결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대표정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상

대표정 알고리즘과는달리 각 모델점들로부터 수립된 관측

방정식들과 미지수 보정인자들에 대한 사전 제약조건(혹은

불확실성)으로부터 각각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소제곱조

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각 관측방정

식에 대한 사전 제약조건은 스테레오 영상 간 정합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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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관측방정식에 대한 제약조건 조정에 따른 샘플영상(24, 28, 52, 62, 81, 91번째 프레임)의 에피폴라 라인 추정오차
Fig. 4. Epipolar line error of sample image frames according to decreasing weight of observation equations 

상의 불확실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미지수 보정인자에

대한 사전 제약조건은 해당 미지수인자 초기값 설정에 따

른 불확실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방

식을 적용한 기존 연구
[11]

에서는 적용대상이 위성영상이라

는 특성 때문에 사전 제약조건들이쉽게 정의 될 수 있었으

나, 본 논문의 경우는 촬영 환경적 특성상 그런 명확한 사전

정보의 도입이 용이치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의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 산출된 실제적인 값으로부터 사

전 제약조건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제안 알고리즘에는 결정되어야 할 사전 제약조건이 총

n+5개로, 이 중 n개는 모델 정합점으로부터 수립된 관측방

정식 각각에 해당하는 제약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5개는

상대표정요소인 자세인자 3개와 위치인자 2개에 해당하는

보정인자들의 제약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모델 정합점

들은 모두가 동일한 정확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각 관측

방정식에 해당하는 제약조건들은 하나의 값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세별, 위치별 보정인자들

끼리는 서로 동일한 제약조건을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사전에 결정되어야 할 제약조건은총 3개로 요약

될 수 있다.
제안 알고리즘에 요구되는 제약조건들을 보다 용이하게

도출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들 간의 상대적 위치는

X축 방향(카메라 리그 축의 방향)의 변위가 다른 Y, Z축
방향의 변위에 비해 지배적으로 클 것이라는 기하학적 가

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3D 콘텐츠 촬영을 위한 카메라 배치

구조상의 특징을 근거로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소제

곱조정과정에서 위치인자의 초기값()으로 부여되는

‘0’의 값은 매우 정확한 값이라 간주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자세인자의 초기값으로 부여되는 ‘0’의 값은 위치인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고 간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자세 보정인자와 위치 보정인자

에 대한 제약조건의 차이를 임의로 크게 설정하고, 오직 관

측방정식에 대한 제약조건만을 독립변수 다루게 된다면, 
제약조건들은 실험을 통해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개 제약조건에 대한 적합한값을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대표정기법을 이용하여 TEST 
01 각 프레임별 에피폴라 라인의 추정오차를 측정해 보았

다. 그런 다음에는 실험상의 효율을 목적으로 좋은 정확도

를 나타낸몇개의프레임과 다소 큰 오차를 나타낸몇개의

프레임들만을 대상으로, 자세 보정인자 및 위치 보정인자

에 대한 제약조건은 고정한 채 관측방정식에 대한 제약조

건만을 조절해 가며 각 영상들의 정확도 변화를 살펴보았

다. 이 때, 실제 최소제곱조정에 적용되는 제약조건은 가중

치의 형태로 도입되기 때문에 각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가

중치는 해당 제약조건 값의 역수로 계산되며, 본 실험에서

는 자세 보정인자 및 위치 보정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1과 1,000,000으로 설정하고, 관측방정식에 대한 가중치는

초기 5.0으로부터 400회 반복 시행하는 동안 0.95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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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


(deg)


(deg)


(deg)


(deg)

 

n=40 0.38 ± 0.12 3.08 -1.91 ± 0.09 -0.58 ± 0.46 -0.68 ± 0.06 2.49 ± 4.10 31.03 ± 14.07 
n=100 0.38 ± 0.12 3.08 -1.91 ± 0.09 -0.58 ± 0.46 -0.68 ± 0.06 2.49 ± 4.10 31.03 ± 14.07 
n=165 0.38 ± 0.12 2.99 -1.91 ± 0.09 -0.59 ± 0.45 -0.68 ± 0.06 2.42 ± 4.05 30.50 ± 13.45  
n=205 0.40 ± 0.11 2.37 -1.92 ± 0.10 -0.89 ± 0.35 -0.65 ± 0.06 0.40 ± 4.09 20.41 ± 7.85  
n=240 0.45 ± 0.10 2.19 -1.96 ± 0.11 -1.29 ± 0.35 -0.59 ± 0.06 -2.76 ± 4.30 8.18 ± 3.54 
n=330 0.57 ± 0.07 0.29 -1.87 ± 0.03 -1.67 ± 0.44 -0.59 ± 0.04 -0.16 ± 0.55 0.16 ± 0.11
n=360 0.58 ± 0.08 0.10 -1.87 ± 0.03 -1.68 ± 0.46 -0.59 ± 0.04 -0.02 ± 0.13 0.02 ± 0.03

표 2. 관측방정식에 대한 가중치 변화에 따른 TEST 01의 성능분석결과
Table 2. Experiment result of TEST 01 according to changing weight for observation equations 

거듭 곱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값의 크기를 감소시켜 나갔

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델방정식 내에서 관측방정식에 대

한 영향력은 감소됨에 따라, 반대로 미지수 보정인자들에

대한 제약조건의 영향력은 증가하게 되는효과로 나타나게

되며, 미지수 보정인자 중 상대적으로 큰 가중치가 부여된

위치 보정인자의 변동 가능폭은줄어들고 반대로 자세 보

정인자의 변동 가능 폭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음의 그림 4는샘플로 선정된 6개 영상들에 대해 상기의

제약조건을 적용함에 따라 변화되는 에피폴라 라인 추정오

차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관측방정식에 부여된 가중치

가 점차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각 영상들의 오차는 증가 또

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약 n=330 지점 이후부터는

수렴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영상들의 정확도가 변하게 되는 몇몇의

관심지점들을 대상으로 TEST 01 전체프레임에 대한 정확

도를 측정해보았다. 
표 2는 관측방정식에 대한 가중치 변화에 따라산출되는

성능측정결과와 표정요소들을 정리한 것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중치가 감소됨에 따라 오차가 다소 증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n이 330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는 오차의 표준편차가 이전 단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

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추정된 에피폴라 라인

기울기의 변동폭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

2의 표정요소 추정결과를 보면, 우리가 처음가정했던것과

같이 n이 330인 지점부터는 와 의 요소가 0에 가까운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추정값의 표준편차 역시도 크게

감소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에 n이 330일 때의 제약조건

하에서는 약간의 정확도 저감이 발생될지는 모르나 서브픽

셀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오차에 대한 강인성

역시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에 요구되는 제약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관측

방정식에 대한 제약조건을 n이 330인 경우로 채택하였다.  

3. 알고리즘 성능검증 결과 및 분석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검증은 TEST 01과 TEST 02에 대

한 비교 알고리즘과의 성능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
의 표 3은 각 알고리즘별산출된 성능검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TEST 01에 대한 알고리즘별성능분석결과를 보면, 

Case 1을 제외한 나머지 알고리즘 결과에서 대체적으로 유

사한 성능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에피폴라

변환 정확도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세각 차이 및 정합점 위치오차 등의 문제요인들이 상대

적으로 더 많이 포함된 TEST 02의 결과에서는 이전 결과

와는 달리, 제안 알고리즘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 알고리즘

들에서 약 0.2 픽셀이상의 성능저하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차요인에 대한 제안 알고리즘

의 높은 강인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피폴라 라인의 기울기 변동폭을 보면, 제안 알고

리즘의 경우 그값이매우 낮게산출된 반면, 다른 비교 알

고리즘들의 경우에서는 모두 큰 변동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논문의 서론에서도잠시언급했던것과 같

이 기존 uncalibrated case의 편위수정 알고리즘들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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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EST 01 TEST 02

  (pixel)   (pixel)   (deg.)   (pixel)   (pixel)   (deg.)

Case 1  1.49 ± 0.99  5.43 ± 19.55 19.58 1.92 ± 1.41 10.99 ± 68.62 18.88

Case 2  0.54 ± 0.17 0.49 ± 0.13 4.26 0.74 ± 0.65 0.80 ± 1.84 5.55 

Case 4  0.39 ± 0.15 0.39 ± 0.16 3.24 0.62 ± 0.46 0.61 ± 0.59 5.25

Case 5  0.57 ± 0.07 0.46 ± 0.05 0.29 0.57 ± 0.53 0.49 ± 0.45 0.55

표 3. TEST 01과 02에 대한 알고리즘별 성능측정 결과
Table 3. Evaluation results of each algorithms using TEST 01 and TEST 02

시퀀스 처리에 대한별도의 고려없이 오직 영상간의 정합

점만을 이용하여 상대적 기하구조를 추정하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기존 알고리즘들이 고정된

특정 모델공간 좌표계를 기준으로 서로의 위치 및 자세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 영상간의 상대적인 위치 및

자세만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시퀀스 각각의프레임마다 수립된 모델공간의 좌표계

기준들이 서로 일치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제안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사전 기하학적

제약조건을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델공간의 좌표계

기준들이 서로 유사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제한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못한 다른 비교 알고리즘과는달

리 기하구조 추정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에피폴라 변환결과에서 명확하게 드

러났다. 그림 5는 TEST 02의 에피폴라 변환결과 중에 그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제안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과

는 달리 연속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변환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영상 변형도와 왜곡도 측

면에서도 제안 알고리즘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안 알고리즘이 3D 영화와 같은 이미지

시퀀스 형태의 3D 콘텐츠 처리에 매우 적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Case 1의 경우는 두 영상자료 모두에서 다른 비교

알고리즘들에 비해 확연히저감된 정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직접선형변환모델의 단점인 정합점 위치오차에 대한

민감성 문제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 3의 성능검증 실험에서는 임의의 한 장면에 대한 영상

시퀀스의 편위수정을 위해 각 프레임 마다 기하구조가 추

정되었고, 이로부터 영상의 수직시차 제거를 위한 에피폴

라 변환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3D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상기의 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상 시퀀스 처리에 있어 기하

구조 추정의 비일관성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된 임의

의 한 장면에 대해서는 그 장면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의

기하구조로부터 일괄적으로 에피폴라 변환을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대표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가장쉬

운 방법으로는 각 영상별 산출된 기하구조의 평균을 이용

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음의 표 4는 TEST 01과 02에 대해

각 방식별로 산출된 평균 기하구조를 적용한 결과이다. 여
기서는 앞서 표 3에서와는 달리 사전에 패턴영상들로부터

기하구조가 추정되는 스테레오 캘리브레이션 방식(Case 3)
이 비교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었다.

  (pixel)　   (pixel)　

TEST_01

Case 1 1.7468 3.1678 
Case 2 0.5269  0.4843  
Case 3 0.7658 0.5897 
Case 4 0.3224  0.3339  
Case 5 0.5438  0.4394  

TEST_02

Case 1 1.7970 1.3824 
Case 2 0.6389  0.5762  
Case 3 0.7919 0.6436 
Case 4 0.6607  0.5937  
Case 5 0.3801  0.3339  

표 4. 방식별 평균 기하구조를 적용한 성능분석결과
Table 4. Evaluation results applied average geometry

실험결과, 대표기하구조를 적용한 결과는 개별 처리된

방식의 결과(표 3)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

주었으며, 특히제안 알고리즘인 Case 5의 경우는 가장 큰

정확도 향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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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2                    (b) Case 5 (proposed algorithm)

그림 5. 연속된 프레임에 대한 영상 편위수정 결과 (Case 2와 Case 5)
Fig. 5. Rectification result (Case 2 and Case 5) of consecutive image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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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테레오 영상의

수직시차 제거에 있어 베이지안 접근방식을 적용한 사진측

량기반의 강인 편위수정 기법이 제안되었다. 영상의 편위

수정 과정을 크게 기하추정 단계와 에피폴라 영상 변환단

계로 나누었을 때, 본 논문에서는 기하구조 추정을 위해 베

이지안 접근방식을 적용한 상대표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오차요인에 대한 강인성과 기하구조 추정상의 일관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으며, 에피폴라 변환에는 공선조건에 기반한

비선형적 중심투영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기하학

적 왜곡과 원 영상 대비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알고

리즘 검증실험에는 기존 컴퓨터비전 알고리즘을 비교알고

리즘으로 채택하여 성능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제작된 두

세트의 실험영상자료로부터 개별 프레임에 대한 성능분석

과 이로부터 산출된 평균 기하구조로부터 각 실험자료 전

체에 대한 성능분석이 이루어졌다. 실험결과, 두 실험 모두

에서 제안 알고리즘은 오차 요인에 대해 가장 강인함을 보

여주었으며 또한 다른 비교 알고리즘에 비해 원 영상 대비

기하학적 변형이 가장 적게 발생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진측량기반의 편위수정 알고리즘

은 실제 3D 콘텐츠 제작 시 다변적 촬영환경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오차요인들에 대해서 강인함과 높은 정확도 보

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영상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3D 영화와 같은 영상 시퀀스 형태의 3D 콘
텐츠 처리에 그 활용적 가치가매우 높다고판단된다. 이에

따라, 3D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산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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