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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Time-of-Flight(ToF) 깊이 카메라와 DSLR을 이용한 사진측량 기반의 복합형 카메라시스템 구성방법을 제안한다. ToF 
깊이 카메라는 깊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장점이 있지만 제공되는 명암 영상의 해상도가 낮고 획득한 깊이 정보가 물체의 표

면상태에 민감하여 잡음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입체 모델 생성을 위해선 깊이 정보의 보정과 함께 고

해상도 텍스처맵을 제공하는 복합형 카메라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상대표정을 수행하여 깊이 카메라와 DSLR의 상

대적인 기하관계를 추정하고 공선조건식 기반의 역투영식을 이용하여 텍스처매핑을 수행한다. 성능검증을 위해 기존 기법의 모델 정확

도와 텍스처매핑 정확도를 비교 분석한다. 실험결과는 제안 기법의 모델 정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기존 기법이 깊이 카메라의 잡음

이 있는 3차원 정보를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절대표정을 수행한 반면에 제안 기법은 오차정보가 없는 두 영상간의 공액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a hybrid (color and depth) camera system construction using a photogrammetric technology. A 
TOF depth camera is efficient since it measures range information of objects in real-tim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TOF depth camera such as low resolution and noise due to surface condition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not only correct 
depth noise and distortion but also construct the hybrid camera system providing a high resolution texture map for generating a 
3D model using the depth camera. We estimated geometry of the hybrid camera using a traditional relative orientation algorithm 
and performed texture mapping using backward mapping based on a condition of collinearity. Other algorithm was compared to 
evaluate performance about the accuracy of a model and texture mapping.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produced 
the higher model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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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자동화나 로봇제어, 비디오 감시시스템 등의 분야에

서 활용되던 깊이 카메라가 최근 일반인을 위한 모션 캡처

장비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며 이를 3차원 입체 복원 관련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깊이 카메라 이용

의 주된 목적은 촬영한 장면에 대한 깊이 혹은 거리정보

획득에 있으며, 작동원리에 따라서 Time-of-Flight(이하

ToF)와 구조광(Structure Light)방식으로 구분된다.
ToF 방식은 적외선 신호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투사

하여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깊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기법이다. 대표적인 ToF 방식의 깊이 카메라 제

품으로는 Mesa-Imaging사의 SR4000, 3DVsystems사의

ZCamTM, PMD사의 Camcube 등이 있다. ToF 깊이 카메

라는 실시간으로 물체의 깊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3차원

입체 영상 생성 등에 사용돼 왔다. 작동범위가 넓으며

(0~10m) 환경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동기신호를 받을

수 있어 송출신호 간 간섭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몇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설치해 장면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잡

음에 매우 민감해 후처리가 필요하며, 최근 출시된 카메라

들은 대부분 해상도가 176x144 등으로 매우 낮고 색상 정

보를 제공하지 않아 3차원 입체 복원에 단독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2].
구조광 방식은 랜덤 패턴을 물체에 투사하고 패턴의 변

화를 이용하여 깊이 혹은 거리를 측정한다. 대표적으로 
Microsoft사의 Kinect가 있다. Kinect는 깊이 센서와 함께

장착된 RGB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원 정보 외에도 색상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모델 생성, 
3차원 영상 구성, 실내지도 작성 등의 3차원 입체 복원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3]. Kinect는
ToF 깊이 카메라에 비하여 상당히 저가이며 초당 30 프레임

의 속도로 640x480 해상도의 깊이 영상과 색상 영상을 출력

한다. 하지만 모션 캡쳐 기능을 기본 목적으로 하므로 3차원

입체 모델 복원을 수행하기 위해선 깊이 센서와 장착된

RGB 카메라 사이에 보정을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측

정 거리의 제약이 있어 약 1미터 이상 3.5미터 이내일 때만

깊이 정보 추출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촬영 거리에선 깊이

정보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4]. Microsoft사는 이러

한 구조광 깊이 카메라의 단점을 고려하여 ToF 방식의

Kinect2를 2014년 출시예정에 있다.
3차원 입체 모델 생성을 위해선 형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깊이 영상과 물체의 표면 정보를 표현하는 색상 영상

이 필요하다. 초기 ToF 깊이 카메라는 깊이 영상만을 제공

하였으므로 깊이 센서를 통해 생성한 3차원 입체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연구 방향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5]. 그러

나 구조광 깊이 카메라의 등장으로 깊이 정보와 색상 정보

를 이용한 3차원 입체 모델 생성과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6]. 이러한 가운데 ToF 방식의 SR4000과

구조광 방식의 Kinect의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었

으며 촬영 거리와 대상 물체의 종류에 따라 두 방식의 카메

라가 다른 성능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4][7]. 해당 연구에서는

촬영 거리가 1.5m 이내일 때는 Kinect가 더 좋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촬영 거리가 1.5m 이상으로 멀어지는 경우와 반

사되는 물체에 대한 정확도는 SR4000의 성능이 더 우수함

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ToF 방식의 장점을 활용하고 색상 영상

을 제공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DSLR과 같은 고

해상도의 RGB카메라를 복합형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깊이

정보와 색상 정보를 함께 추출하고 이를 통해 3차원 입체

복원을 수행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Li[8]
는 강체변환식

(rigid transformation)을 적용한 이미지 투영 모델을 이용하

여 ToF 카메라(CamCube 3.0)와 VGA급의 RGB 카메라 사

이의 외부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깊이 카메라가 제공

하는 포인트클라우드(3차원 정보)에 대응하는 색상 정보를

RGB 카메라로부터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정하형
[9]

은 Kinect내부에 있는 깊이 센서와 RGB 센서를 표준 오브

젝트를 이용하여개별적으로 보정하고 외부변수를각각추

출하여 그 차이를 통해 두 센서간의 외부변수를 추출하는

이종 센서간의 정합기법을 제안했다. 권순철[10]
은 Kinect와

DSLR을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고해상도의

텍스처맵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고해상도 3D 객체를 생성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ToF 깊이 카메라

와 RGB 카메라간의 외부변수를 추출할 때 컴퓨터비전 분

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강체변환식에 Lev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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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quardt 알고리듬을 적용하는 이미지투영 모델을 이용하

였다
[11]. 이 기법은 기준좌표계 상에서의 3차원 기준점 정보

와 매칭쌍을 이루는 영상좌표를 이용하여 해당 영상의 외부

표정요소를 추출하는 절대표정 방식이며 기존 연구에서는

ToF 깊이 카메라의 3차원 정보를 기준점으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ToF 깊이 카메라에서 획득되는 깊이 정보는 물체의

표면상태(질감, 색상)에 민감하여 잡음이 발생하므로 기준

점의 정확도가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8]. 또한 외부변수 추

출을 통해 구성된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의 정확도는 실제거

리와의 정확도 비교정도로만 수행되었고 다른 기법과의 비

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깊이 카메라의 잡음이

포함된 3차원 정보를 기준점으로 이용하는 절대표정의 방식

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점에 대한 정보 없이 두 장의 연속

사진만으로 촬영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수치사진측량의

상대표정기법을 이용하여 ToF 깊이 카메라(Mesa-Imaging 
SR4000)와 DSLR(Canon EOS 450D)간의 정확한 기하구

조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을 구성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두

카메라간의 기하추정 단계에서 깊이 카메라의 오차가 포함

된 3차원 정보가 아닌깊이 카메라의 명암 영상과 DSLR의
색상 영상을 사용하므로 깊이 카메라의 잡음에 영향을 받

지 않으며 이로 인해 두 카메라 사이의 정확한 기하구조

추정이 가능하다. 복합형 카메라는 3차원 입체 모델 생성에

있어 고해상도의 텍스처맵을 제공함으로써 ToF 깊이 카메

라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먼저 두

카메라의 내부표정을 수행하고, 깊이 정보의 잡음보정을

수행한다. 그 다음 명암 영상과 색상 영상의 공액점을 이용

한 상대표정을 통해 두 카메라간 기하구조를 결정하고 깊

이 정보에 대응하는 색상 영상 좌표를 추출하는 텍스처매

핑을 수행한다. 제안된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

존 연구에서 사용한 이미지 투영 모델과 제안 기법의 정확

도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ToF 깊

이 카메라의특성에 대하여언급하고 Ⅲ장에서는 수치사진

측량 기법을 이용한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 구성에 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Ⅳ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이미지

투영모델과 제안 기법의 모델 정확도와 텍스처매핑 정확도

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

리한 뒤 Ⅴ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Time-of-Flight 깊이 카메라의 특성

깊이 카메라는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

여 영상으로 출력하는 장비이다. 깊이 카메라는 Time-of- 
Flight(ToF) 기술을 이용하여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실

제 거리를 측정한다. ToF 기술이란 장착된 센서로부터 나

온 적외선 신호가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ToF 깊이 카메라는

취득된 깊이 정보를 촬영 가능한 깊이 공간(0~10m)이 0부
터 16383까지 14비트의 정수값을 가지도록분할하고, 영상

의각 화소값에 측정된 원시 깊이값을 14비트의 정수형태

로 저장한다. 저장된 원시 깊이 정보는양자화 과정을 통해

깊이 영상으로 표현된다. 즉 촬영하는 장면의 깊이 정보가

0부터 255 사이의값을 가지도록정규화 하여 적절한 화소

값(Gray-Level)을 부여한다. 그림 1은 Mesa-Imaging에서

제작한 ToF 깊이 카메라인 SR4000의 출력영상인데, 그림
1(a)은 원시 깊이 정보가 정규화되어 생성된 깊이 영상이고

그림 2(b)는 함께 취득되는 명암 영상(intensity)이다. 

(a) 깊이 영상 (b) 명암 영상

그림 1. SR4000의 출력 영상
Fig. 1. Acquired images of SR4000

저장된 원시 깊이 정보를 3차원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선

14비트의 정수값이 아닌실세계 수치 단위(meter)로 변환된

깊이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깊이 카메라의 깊이 공간 해상

도값과원시 깊이 정보를 이용한 식 (1)의 연산을 통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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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이때 깊이 공간 해상도는 촬영 가능한 깊이 공

간을 14비트 정수값의 범위로 분할함으로써계산이 가능하

며 그값은 0.6104mm이다. 식 (1)에서 는 원시 깊

이 정보, 는 깊이 공간 해상도, 는 변

환된 실세계  단위의 깊이 정보이다.

 × (1)

변환된 깊이 정보는 3차원 정보가 2차원 평면에 투영된

것으로 깊이 카메라의 내부변수를 이용한좌표계변환 기능

을 통해 깊이 카메라 좌표계 기준의 3차원 정보 (   )
로 변환된다. 변환된 3차원 정보는 포인트클라우드라 일컬

어지고 깊이 카메라전면의중심을 원점으로 하는직교좌

표계를 사용한다. 변환과정은 Ⅲ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2는 깊이 카메라의좌표계를 나타내고 그림 3은 포인

트클라우드를 나타낸다.

그림 2. 깊이 카메라의 직교좌표계
Fig. 2. Cartesian coordinates of depth camera 

그림 3. 정면 시점의 포인트클라우드
Fig. 3. Scene of Pointcloud

일반적으로 ToF 방식의 깊이 카메라는 깊이 영상과 명암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명암 영상은 깊이 영상과 일대일로

대응하는데 이는 곧 명암 영상의 각 화소에 깊이 정보가

아닌 촬영 대상물에 대한 명암값(intensity value)이 저장됨

을 의미한다. 명암 영상은 주로 카메라 보정을 위해 사용되

며 낮은 해상도와 깊이 영상의 잡음 때문에 카메라 보정작

업 이외에는 활용이 어렵다.

Ⅲ.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 구성 방법

복합형 카메라는 깊이 카메라와 색상 카메라로 구성되며

깊이 영상과 색상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이때 깊이 영상에

대응하는 색상 영상의 좌표 정보를 추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두 카메라간의 기하구조를 결정해야한다.
 본 장에서는 두 카메라의 내부변수 추출및왜곡보정을

위한 내부표정 과정, 깊이 정보의 잡음보정 과정, 그리고

서로 다른특성을갖는 두 카메라 사이의 기하구조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 기법과 기존의 이미지투영 모델기반의

절대표정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촬영환경

스테레오 리그를 이용하여 SR4000을 리그의 왼쪽에, 
DSLR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정면을 바라보도록 고정하였

다. 표 1은 SR4000과 DSLR에 대한 제원 및 본 연구에서

SR4000 DSLR

FoV 57 x 42 (H x V) 71 x 47 (H x V)

Focal length 10mm 18mm

Pixel fitch 40µm 5.2µm 

Resolution 176 x 144 4272 x 2848

FPS 30fps -

Operating range 0.5m ~ 10m unlimited

Model

표 1.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의 제원 정보
Table 1. Specification of hybrid camer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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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장비의옵션정보이다. 그림 4는 스테레오 리그에 장

착된 복합형 카메라의 모습이다. 

(a) 복합형 카메라 전면 (b) 복합형 카메라 후면

그림 4. 스테레오 리그에 설치된 복합형 카메라
Fig. 4. Hybrid camera on stereo rig

2. 내부표정

일반적으로 영상은 3차원 환경이 2차원 평면에 투영된

것으로 그림 5와 같은 핀홀 카메라 모델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12]. 카메라 투영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에서

표현된 3차원 공간상의 임의의 점  는 영상평면

좌표계상의 점   로 대응되며 이에 따른 투영 변환

식(Projective transform)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핀홀 카메라 모델
Fig. 5. Pinhole camera model





















 

















(2)

일반적으로 투영변환식은 실제 카메라 좌표계의 중심과

영상 평면 좌표계 중심의 불일치현상, 그리고 렌즈왜곡으

로 인한 기하학적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중심위치의 차

이를 고려하기 위한 카메라 내부변수     와 렌즈

왜곡계수(   )를 구해야 한다. 여기서 는 축

과 축의 카메라 초점거리, 는 주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식 (3)은 영상좌표와 카메라좌표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때 영상 좌표계는 직관적으로 해석이 용이한 양화영상

의좌표계를 이용하였으며 값의 부호는양수이다. 는 영

상의 column좌표, 는 영상의 row 좌표를 나타낸다.

 
  

(3)

식 (2)에 식 (3)을 적용하면 카메라 내부 변수를 고려한

식 (4)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4)

깊이 카메라(SR4000)의 내부변수와 렌즈왜곡계수는 카

메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내부변수 추출 프로그램을 통하

여 취득하였다. EOS 450D의 내부변수와 렌즈왜곡계수의

추출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GML C++ Camera 
Calibration Toolbox를 이용하였다

[13]. 표 2는 획득한각 카

메라의 내부변수이다.

SR4000 EOS 450D
Inner parameters - -

 249.157 3444.139

 249.363 3440.360

 88.000 2136.136

 72.000 1399.086
Distortion param.

 -0.8522230 -0.175539

 0.5397860 0.163173

 0 0

 0.001894 0.000962

 0.004963 -0.001467

표 2. 각 카메라의 내부변수
Table 2. Camera inner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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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SR4000의 렌즈왜곡 보정 전과 후의 영상이고

그림 7은 EOS 450D의렌즈왜곡보정전과 후의 영상이다.

(a) 왜곡 보정 전 (b) 왜곡 보정 후
그림 6. SR4000의 명암 영상 왜곡보정
Fig. 6. Correcting distortion of SR4000

(a) 왜곡 보정 전 (b) 왜곡 보정 후

그림 7. EOS 450D의 왜곡보정
Fig. 7. Correcting distortion of 450D

3. 깊이 영상 잡음보정

그림 8(a)에 보이듯이 깊이 영상은렌즈왜곡과 깊이 정보

에 대한 심한 잡음(과대오차)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깊이 정보를 3차원 정보로 변환할 때 기하학적 오차를 발생

시키므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깊이 정보의 과

대오차 제거를 위하여 메디안필터링을 수행한다. 메디안필

(a) 깊이 영상 잡음보정 전 (b) 깊이 영상 잡음보정 후

그림 8. 깊이 영상의 보정작업
Fig. 8. Correcting error of depth image

터링을 위한윈도우의크기는 7x7을 사용하였다. 그림 8(b)
는 보정된 깊이 영상을 나타낸다.

4. 깊이 영상의 포인트클라우드화

일반적으로 깊이 영상은 각 화소에 깊이 정보를 저장한

2.5차원의 정보  이다. 하지만 실세계의 대상 물체에

대한 입체 모델 생성을 위해선 3차원 정보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깊이 카메라의 내부변수를 고려한 식 (4)로부터유도

되는 식 (5)를 이용하면 보정된 깊이 영상을 실세계의 단위

(미터, metre)를 가지는 포인트클라우드로 변환할 수 있다. 
이 때 는 깊이 영상의 column 좌표, 는 row 좌표를 의미

한다. 그림 9(a)는 변환된 포인트클라우드를 정면 시점에서

바라본 장면이며 그림 9(b)는 우측 측면 시점에서 바라본

장면이다.



 









(5)

(a) 정면 시점 (b) 측면(우측) 시점

그림 9. 포인트클라우드
Fig. 9. Pointcloud

5. 상대표정 기반의 제안 기법

일반적으로 사진측량분야에서는 두 카메라 사이의 기하

구조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표정을 사용한다
[14]. 

상대표정은 수학적으로 엄밀한 제약조건식과 최소제곱조

정(LSE, Least-Squares Estimation Method) 과정을 거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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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중복영상만을 이용하여 두 카메라간의 정확한 외부

표정요소를 결정한다.
상대표정 방식은 종속적 상대표정과 독립적 상대표정으

로 구분된다. 3차원 공간에서 카메라는 6개의 표정요소

(        )를갖는다. 따라서 두 카메라의 기하구

조를 재현하기 위해선 총 12개의 표정요소를 결정해야 한

다. 이때 종속적 상대표정은왼쪽카메라의 표정요소중 

값을 제외한 모든 요소를 ‘0(Zero)’으로 설정하고 오른쪽

카메라의 5개 표정요소(     )를 구한다. 이때 왼

쪽 카메라의 는 고정값(보통 ‘0’)으로 설정하고 우측 카

메라의 는 적당한 상수로 고정한다. 독립적 상대표정의

경우 두 카메라 모두 위치요소를 제외한 5개의 자세(회전)
요소만을 이용한다. 독립적 상대표정에서 사용하는 5개의

표정요소는 일반적으로 왼쪽 카메라의  와 오른쪽 카

메라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종속적 상대표정을 이

용하였는데 이는 좌측에 배치된 깊이 카메라가 실세계의

3차원 좌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상대표정을 통해 생성되

는 모델 공간 좌표계를 이와 동일하게 배치하기 위함이다. 
이 방식을 통해 좌측 카메라의 투영중심을 기준으로 한

우측 카메라의 상대적인 자세(회전요소, , , )와 위치

요소(  )만을 실제 추정하고자 하는 모델 방정식의

미지수로 간주하게 된다. 이때 우측 카메라 투영중심의 위

치요소들 중 방향을 나타내는 값은 상대표정을 통해

생성되는 모델 공간의 스케일과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적당한 상수로 고정한다. 이를 통해 모델 방정식을 수립하

기 위한 미지수의 개수는 총 5개로 최소화된다. 이러한 방

식은 실제 촬영 환경상의 구조적특성에 따라 유연한 조정

이 가능하며,[15] 정확한 산출을 위해선 상대표정 작업

을 거친 후 생성된 모델 공간 좌표계와 깊이 카메라의 좌

표계를 일치시키는 3차원 변환(3D Transformation) 작업

이 필요하다.
제약조건식으로는 공면조건식을 이용하여 상대표정요

소를 결정하였다. 공면조건식은 좌우로 배치된 카메라가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각 카메라의 투영중심, 
동일한 사진 좌표 그리고 대상 지점의 3차원 좌표가 하나

의 평면을 구성함을 의미하며 그림 10에 표현된 모델 공

간상의 벡터들은 식 (6)-(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

서 은 좌측 깊이 카메라의 투영중심의 위치이며 종속적

상대표정에서는 모델 공간 좌표계의 원점으로 표현된다. 
  는 우측 DSLR 카메라 투영중심의 모델좌

표계상의 상대적인 위치, 은 ToF 카메라의 사진좌표, 
는 DSLR 카메라의 사진좌표, 는 대상 지점의 모델공간

상의 3차원 좌표이다. 
공면조건식은 그림 10에 묘사된 공간상의벡터들로부터

식 (6)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각각

 
 

 을 의미한다. 식 (6)는 식

(7)로 표현되며 결과적으로 식 (8)을 통해 비선형의 공면조

건식으로 나타난다. 

그림 10. 공간상의 공면조건식
Fig. 10. Coplanarity equation in model space

·×   ) (6)


  

  
′ ′ ′  (7)

    

′′′′ 
′′

 

(8)

최소제곱조정을 통해 5개의 표정요소를 구하기 위해서

식 (8)의 테일러 전개를 통한 선형화 과정 후에 반복적인

최소제곱조정을 통해 정확한 상대표정요소를 결정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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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5개표정요소의 초기값은 모두 ‘0’으로 설정하는

데 이는 일반적인 스테레오 촬영에 있어 두 카메라가 가지

는 구조적 배치에 기인한다
[15]. 

종속적 상대표정을 통해 생성된 모델 공간 좌표계는 설

정된 기선거리에 따른 임의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며 깊

이 카메라의좌표계와불일치한다. 따라서 3차원 변환을 수

행하여 두좌표계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깊

이 카메라의좌표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이는 텍스처매핑

수행 시 계산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림 11은
깊이 카메라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기선거리에 따른 모델

공간 좌표계의 스케일 차이와 두 좌표계의 불일치를 나타

낸다. 

그림 11. 공간모델과 깊이 카메라 좌표계의 불일치
Fig. 11. Inconsistency of the coordinate system

6. 이미지 투영 모델 기반의 기존 기법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 검증및비교를 위하여 기존 연구에

서 이용한 이미지 투영 모델 기법을 구현하였다. 이미지 투

영 모델은 월드좌표계를 카메라좌표계로바꾸는 절대표정

방식의 강체변환식을 이용하며 이를 위해선 대상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와 최소 4개의 3D-월드좌표, 2D-영상좌표 매

칭쌍을 필요로 한다. 깊이 카메라의 3차원 정보와 DSLR 영
상의 매칭쌍은        로 표

현된다. 깊이 카메라 좌표계를 월드좌표계로 전제하여

변환을 수행하면 깊이 카메라로 추출한 3차원 정보에 대

응하는 DSLR영상의 색상 영상 좌표를 추출할 수 있는

이미지 투영 모델이 수립된다. 식 (9)은 이미지 투영 모델

을 나타낸다. 이때       는 깊이

카메라의 3차원 좌표계,     는

DSLR 좌표계,  × 은 회전행렬,  × 은 평행이동행렬

이다.














  ×  ×














 ×  (9)

변환된 3차원좌표인 는 식 (10)을 통해 색상 영상

의 픽셀좌표로 변환된다.

′  


 

′  


 

(10)

변환된 픽셀좌표는 매칭쌍의 픽셀좌표와 오차가 발생하

며 이는 식 (11)으로 표현된다. 

  
  



  ′ 
    ′ 

  (11)

식 (11)은 식 (9)-(10)를 적용하여 이미지 투영 모델의 미

지수 행렬인  ×  ,  × 을 포함한 비선형식으로 변환되

며 이러한 비선형 오차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기법인

Levenberg-Marquardt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    ×   

행렬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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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확도 검증 및 비교분석

복합형 카메라는 깊이 카메라와 DSLR을 이용하여 고해

상도의 텍스처맵을 ToF깊이 카메라에 제공하는것에 목적

이 있으며 그로인해 두 카메라간의 기하구조 추정과 텍스

처매핑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텍스처매핑은 두 카메

라의 기하추정이 완료된 후 산출된 외부표정요소를 모델식

에 적용하고 3차원 정보를 색상 영상에 역투영시킴으로써

3차원 정보에 해당하는 텍스처맵의 영상 좌표를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크점을 수동으로 추출하고 해

당 체크점의 3차원 정보를 색상 영상에 역투영시켰을 때

생성되는 영상 좌표를 체크점의 영상 좌표와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텍스처

매핑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공선조건식 기반의 역투영식

을 이용하여 제안 기법과 기존 기법의 모델 정확도와 텍스

처매핑 정확도를 비교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 검증 실험을 위해서 그림 4에 나타

난 SR4000 깊이 카메라와 Canon EOS 450D DSLR을 복합

형 카메라로 구성하여 실내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촬영 대상물은 그림 14에 나타나는 카메라 보정용 체크보

드를 이용하였으며 영상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및 모든 알

고리즘은 C++ 상에서 구현하였다. PC원격제어를 통한 카

메라 영상 취득 프로그램 작성을 위하여 Mesa-Imaging사
에서 제공하는 SRAPI(Swissranger ToF API), Canon사에

서 제공하는 EDSDK(EOS Digital camera Software 
Develope Kit), 영상처리 프로그램은 OpenCV 2.3버전을

이용하였다.

1. 텍스처매핑

일반적으로 텍스처매핑 은 3차원 메쉬모델의 각 꼭지점

을 텍스처맵에서의 좌표로 투영시키는 방법과 포인트클라

우드에 저장된 RGB정보를 이용하여 메쉬 모델의 면 색상

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선명한 질감 및

색상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텍스처맵이 파일 형태로 존재

해야 하며 텍스처맵으로 변환되는 원영상의 품질에 영향을

받고 매핑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방법은

별도의 텍스처맵파일이 필요 없고 복잡한 매핑 과정이 생

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면 색상을 통해질감및평균화된

색상 정보를 표현하므로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포인트클라우드의 점 밀도에 따라 입체 모델의 품질이 결

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첫번째방법을 이용

하여 텍스처매핑을 수행했으며 매핑방식은 공선조건식에

기반한 역투영식을 이용하였다.
텍스처맵은 색상 영상을 변환하여 생성되며 가로, 세로

의크기가 동일하면서 2의승수로 이루어지고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하며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된 좌표계

를갖는다. 그림 12는 색상 영상과 변환된 텍스처맵을 나타

낸다.
식 (12)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선조건식이다. 이때 은

회전행렬 의 성분이다. 상대표정을 통해 산출된 외부표정

요소와 텍스처매핑하고자 하는 3차원 좌표를 공선조건식

에 변수로 사용하면 역투영된 사진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식 (12)는 역투영식으로 이용되며  는 3차원정보

가 역투영된 사진 좌표를 의미한다.

 



 


(12)

(a) 영상 좌표계 (b) 텍스처맵 좌표계

그림 12. 영상 좌표계와 텍스처맵 좌표계
Fig. 12. Coordinate of image and texture map

역투영식으로 계산된 사진 좌표는 영상 좌표로 변환되

고, 변환된 영상 좌표는 좌표계로 변환된다. 그림 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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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메쉬 모델에 텍스처매핑이 적용된 결과를 나타낸다.

(a) 3차원 메쉬 모델 (b) 3차원 입체 모델

그림 13. 3차원 메쉬모델에 텍스처매핑 적용 전과 후
Fig. 13. Result of texture mapping 

2. 모델 정확도 비교분석

본 논문에서는 상대표정을 이용하여 두 카메라간의 기하

구조를 결정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깊이 카메라

를 기준으로 오른쪽 DSLR의 상대표정요소를 산출하였다. 
정확한 상대표정요소를 알고 있을 때 두 영상의 공액점과

공선조건식을 이용하면 모델 공간상의 3차원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추출된 3차원 정보와 상대표정요소를 공선조건

식 기반의 역투영식에 적용하면 우측 영상에서의 해당 지

점의 사진좌표를 산출해낼수 있으며 역투영된 사진좌표

와 공액점의 사진 좌표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립된 모델

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역투영식을 이용한

모델의 정확도 검증 과정을 나타낸다. 이때빨강색 점은 두

그림 14. 제안 기법의 모델 정확도 검증 방법
Fig. 14 Accuracy verification of model

 

영상의 공액점이며 1번화살표는 모델공간상의 3차원 정보

(노랑색 점)의 추출을 의미한다. 파랑색 점은 역투영된 사

진 좌표를 의미하며 2번 화살표는 역투영식을 통해 3차원

정보에 대응하는 사진 좌표를 산출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기존 기법의 이미지 투영 모델식을

이용하여 역투영식을 계산하고 제안하는 기법과의 모델 정

확도를 비교하였다. 표 3은 제안 기법과 기존 기법을 이용

하여 추출한 좌측의 ToF 깊이 카메라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우측 DSLR의 상대적인 위치와 자세를 나타낸다.
표 4는 동일한 체크점을 이용하여 산출한각모델의 정확

도 비교 결과이다. 모델 정확도는 제안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방향으로 약 5픽셀, 방향으로 약 4픽셀정도로 더

우수했다. 이때 제안 기법의 모델 정확도는 방향의 오차가

방향에 비해 약 10배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X방

향을 기준으로 수립된 상대표정에서 나타나는전형적 현상

이다. 제안 기법의 모델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

으며 이는 두 카메라간의 기하구조가 정확하게 추정되었음

을 의미한다.

Proposed Existed
Matches 40 40

      (deg) 0.9568 1.1508

 0.0343 1.1666

 0.2234 -0.3944

    (m) 0.1307 0.1313

 -0.0117 0.0068

 -0.0832 -0.0837

표 3. 산출된 외부표정요소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extrinsic parameters

Checks
Proposed(RMSE) Existed(RMSE)

   
30 0.0023 0.0209 5.7010 4.0921

표 4. 모델 정확도 결과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model accuracy

3. 텍스처매핑 정확도 비교분석

제안 기법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텍스처매핑 정확도

를 분석하였다. 표 5는 분석 방법 및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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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Existed
Relative orientation Image projective transformation

▼ ▼
Apply extrinsic parameter to model equation Apply extrinsic parameter to model equation

▼ ▼
Retrieve tie-points on gray and color image Retrieve matching-points on ToF 3D points and color image

            
▼ ▼

Input Input

         
▼ ▼

Backward mapping
▼ ▼

Output Output

 
▼ ▼

Pixel error (RMSE)





  










표 5. 텍스처매핑 정확도 검증 과정
Table 5. Process of model accuracy verification

그림 15는 텍스처매핑 정확도 검증 과정을 나타낸다. 이
때 영상의 빨강색 점은 체크점의 영상 좌표이며, 는

체크점에 대응하는 3차원 정보, 은 3차원 정보로부터

역투영된 영상좌표, 는 체크점의 영상좌표이다. 1번

화살표는 체크점에 대응하는 깊이 카메라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2번 화살표는 추출된 3차원 정보를 텍

그림 15. 제안 기법의 텍스처매핑 정확도 검증 방법
Fig. 15. Accuracy verification of texture mapping

스처맵에 역투영시키는 과정이다.
표 6은 동일한 체크점을 이용하여 산출한 텍스처매핑

정확도 비교 결과이다. 그림 16은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을

이용하여 역투영시킨 텍스처매핑 좌표를 참값(체크점)과
비교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파랑색 십자선의 중앙은 수동

으로 취득한 체크점의 텍스처맵 좌표, 빨강색은 제안 기법

을 통해취득한 텍스처맵좌표, 노랑색은 기존 기법을 통해

취득한 텍스처맵 좌표를 의미한다. 

Checks
Proposed(RMSE) Existed(RMSE)

   

30 3.21 4.26 5.71 4.09

표 6. 텍스처매핑 정확도 결과 비교
Tale 6. Comparison of texture mapping accuracy

텍스처매핑의 정확도는 체크점의개수를 30개로 고려했

을때 제안 기법이 방향으로만 약 2.5픽셀더 높은것으로

나타났으나 텍스처맵이 고해상도임을 고려했을때 성능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대표정을 통해 정확한

기하구조 추정이 수행되었음에도 정확도에큰차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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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좌측 상단 검사점의 정확도 비교 (b) 중앙 부분 검사점의 정확도 비교

그림 16. 텍스처매핑 정확도 비교

Fig. 16. Comparison of texture mapping accuracy

것은 역투영식에 사용되는 깊이 카메라의 깊이 정보가 보

정과정을 거치며 오차를 포함하게 되고 이것이 역투영 과

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안 기법은 모델 정확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는 제안 기법이 두 영상간의 공

액점을 통해 상대표정을 수행하므로 깊이 카메라의 잡음정

보로 인한 오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진측량 기반의 상대표정기법을 적용한

복합형 카메라 구성 방법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복합형 카

메라 구성 방법은 깊이 카메라와 DSLR 사이의 기하추정

단계에서 깊이 카메라의 오차정보가 포함된 3차원 정보를

기준점으로 이용한 이미지 투영 모델 기반의 절대표정을

수행하는데, 오차가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므로 정확한 기

하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하추정 단계에

서 깊이 카메라의 명암 영상과 DSLR의 색상 영상을 이용

하는 상대표정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깊이 카메라의 오차요

인에 대한 강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알고리즘 검증실

험에는 기존 이미지 투영 모델 기반의 기법을 비교알고리

즘으로 채택하여 성능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각의 방법으로 외부표정요소를 산출한뒤역투영식을 이용

하여 모델 정확도와 텍스처매핑의픽셀거리 정확도를 산출

및 비교하였다. 제안 기법에서는 공선조건식을 이용한 역

투영식을 사용하였고 기존 기법에서는 강체변환식에 3차

원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영상 좌표를 산출하였다. 실험결

과 제안 기법의 모델 정확도가 더 높았으나 텍스처매핑의

정확도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실험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이미지 투영 모델은 깊이 카메라의 잡음

정보에큰영향을 받음을알수 있었고 이는곧기존 기법이

깊이 카메라의 특성이나 성능, 텍스처맵의 해상도에 따라

텍스처매핑 정확도에 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제안 기법은 두 영상의 공액점만을 이용한 상대표정기법을

수행하므로 외부표정요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깊이 카메

라 잡음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한 기하구조 추정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카메라간의 기하구조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깊이 카메라의

잡음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픽셀단위 이하의 정확도를

가진 제안 기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최근 3D 객체 복원 및 실내 지도 작성과 관련된 3차원

컨텐츠 제작 수요가 증가하면서 ToF 깊이 카메라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안한 기법이 색상 영상

을 취득할 수 없는 ToF 깊이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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