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들어 국내외 포털에서 실내 대형복합공간에 대

하여 전방위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준비하고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스

테레오가 아닌 단일 전방위 영상에 기반하여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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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propose a camera system to acquire indoor stereo omni-directional images and its
calibration method. These images can be utilized for indoor precise mapping and sophisticated image-
based services. The proposed system is configured with a rotating stereo line camera system, providing
stereo omni-directional images appropriate to stable stereoscopy and precise derivation of object point
coordinates. Based on the projection model, we derive a mathematical model for the system calibration.
After performing the system calibration, we can estimate object points with an accuracy of less than ±1.6
cm in indoor space. The proposed system and calibration method will be applied to indoor precise 3D
modeling.
Key Words : calibration, rotating stereo line camera, omni-directional image, indoor mapping

요약 : 본 연구는 실내 정밀 매핑과 정교한 영상 기반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실내의 입체 전방위 영상을 취

득하는 시스템과 이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회전식 스테레오 라인 카메라

방식으로 구성되며, 안정적인 입체시와 객체점의 정밀한 결정에 적합한 입체 전방위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의 투영모델을 기반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캘리브레이

션을 수행하여, 실내 공간에 대해 ±1.6 cm 이내의 정확도로 객체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제안된 시스템과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실내의 정밀한 3차원 모델링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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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변 광경을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동작한

다. 사용자와 적극적인 인터렉션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상당히 제한적이

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방위 영상을 보다가 관심있

는 객체를 클릭하면 해당 객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방위 영상에서 사용자

가 지정한 임의의 객체 또는 지점에 대한 3차원 좌표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관심정보DB로부터 해당객체

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스테레

오가 아닌 단일 전방위 영상에 기반한 서비스로는 입체

시를 통해 현장감 있는 광경을 전달하기 어렵고, 임의

의 객체에 대한 3차원 좌표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관심

정보DB와의 연계도 거의 불가능하다.

전방위 영상은 촬영 지점에서 수평 360도와 수직 180

도의 전체 방향에 대한 시야각을 갖는 영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된다. 그 중에서 실내에서 이동성과 실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전방위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단은 회전식 라인 카메라이다(Oh and

Lee, 2012). 회전식 라인 카메라는 렌즈의 광학축 상에

회전 중심이 위치하도록 구성하는 on-axis 시스템과 그

렇지 않은 off-axis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영

상의 특성이 달라지고 객체의 3차원 좌표 결정시 필요

한 중첩 전방위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Huang et al., 2008).

회전식 라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일한 영역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하여 중첩된 전방위 영상을 획득하

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의 회전식 라인 카메

라를 이동하면서 획득하는 방식과 두 대의 카메라를 동

시에 회전하면서 획득하는 방식이다(Wei et al., 2002). 첫

번째 방식에서는 하나의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중첩 전

방위 영상을 획득하는데 on-axis와 off-axis 시스템 모두

이용가능하다. 이런 방식은 객체점의 정밀한 결정은 가

능하지만, 모든 방향에서 시차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입체시구현에어려움이있다(Li and Shum, 2004).

두 번째 방식은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두 대

의 카메라를 동시에 회전하여 스테레오 전방위 영상을

획득한다. 이런 방식의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

시스템은 두 개의 카메라를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 Fig.

1과 같이 (1) 회전축 공유(co-axis), (2) 회전중심 공유

(concentric) 및 (3) 대칭구조(symmetric) 시스템으로 나

눌 수 있다(Huang et al., 2008). 회전축 공유 시스템은 회

전축을 따라 카메라를 수직으로 배열한 시스템으로 회

전축은 공유하지만 회전 중심은 공유하지 않으며, on-

axis와 off-axis 시스템 모두 채용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

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스테레오 전방위 영상은 이로부

터 객체점의 3차원 좌표를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시차가 수직으로 발생하므로 입체시에는 적합하지 않

다(Li et al., 2008).

회전중심 공유 시스템은 두 개의 카메라를 회전거리

가 다르게 배열한 시스템으로 회전축 뿐만 아니라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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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s acquiring stereo omni-directional images using rotating line camera (a) co-axis system (b) concentric system
(c) symmetric system.

(a) (b) (c)



중심까지 공유한다. 회전 중심을 공유하기 때문에 광학

축 상에 회전중심이 위치하는 on-axis 시스템을 채용하

는 경우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앞뒤로 조금 다른 위치

에서 정확히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 이에 따라

입체시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off-axis 시스템을 채용해

야지만 스테레오 전방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

한 스테레오 전방위 영상을 이용하면 상당히 정밀하게

객체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에피폴러 기하모델이 비교

적 단순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입체시가 가

능하다(Li et al., 2008).

마지막으로 대칭구조 시스템은 두 개의 카메라를 동

일한 회전거리에서 대칭적으로 위치하도록 구성한 스

테레오 전방위 카메라로 회전축, 회전중심과 회전거리

를 공유한다. 회전중심을 공유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의 카메라는 off-axis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한다. 획득된

스테레오 전방위 영상은 가장 단순한 에피폴러 기하모

델을 가지기 때문에 입체시에 유리하지만(Huang and

Klette, 2010), 기선거리가 짧아서 결정된 객체점의 정밀

도가 낮을 수 있다(Oh and Lee, 2010).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로 획득한 전방위 영상

으로부터 객체점의 3차원 좌표를 정밀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과정은 필수적이다. 캘리브레이

션은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나타내는 외부표정변수

외에 객체점이 영상으로 투영될 때 투영된 영상점의 위

치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변수들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의 경우는 초점거리, 주점,

렌즈왜곡계수 등의 개별 카메라의 내부표정변수와 개

별 카메라를 회전 시스템에 탑재할 때 고려되는 회전중

심까지의 거리(회전거리)나 카메라의 탑재방향 등 시스

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회전식 라인 카메라에 대한 기하모델

링과 이에 기반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Maas and Schneider(2004)는 on-axis 시스템

의 회전식 라인 카메라 기하모델을 유도하고, 여러 위

치에서 장당 약 2GB정도의 크기를 갖는 중첩 전방위 영

상을 취득한 후, 검사점의 정확도가 수밀리미터 이내의

정밀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Schneider and

Maas(2006)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로 캘리브레이

션 변수와 기준점 수를 변화시키며 결과를 분석하여, 2

개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함

을 보였다. Parian and Gruen(2004a)의 연구에서는 on-

axis 시스템의 회전식 라인 카메라로 여러 곳에서 획득

한 중첩 전방위 영상으로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며 캘리

브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회전식

라인 카메라의 기하모델을 검증하였다 . Parian and

Gruen(2004b)의 연구에서는 기준점 수에 따라 캘리브

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고 최소 3개의 기준점만 있으

면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Parian and Gruen(2010)의 연구에서는 3차원 객체선을

제약조건으로 갖는 조건방정식에 기반하여 캘리브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들에서 제안하는 회전식 라

인 카메라는 고비용이고 on-axis 시스템이므로 중첩 영

상을 획득하려면 여러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입체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Huang et al(2003)은 스테레오 전방위 영상을 이용하

여 객체점과 객체선 및 객체면을 제약조건으로 수행한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칭구조로 구성된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로 스

테레오 전방위 영상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좌우안의 카

메라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차를 갖는 입체

시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기선

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정밀한 객체점 결정이 어렵다

(Huang and Klette, 2010).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입체시가 가능하고 정밀한

객체점 결정이 가능한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를

제안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

라를 소개하고 기하모델을 유도한 후, 캘리브레이션 수

행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모델

을 이용하여 수행한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타

당성을 검토한다.

2.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 캘리브레

이션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안

하는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를 소개하고, 하나의

지상점이 제안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으로 투영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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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기하모델을 유도한다. 또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추정해야할 변수들을 소개하

고 변수 추정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한다.

1)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

본 논문에서는 off-axis 시스템으로 회전중심 공유 특

성을 갖는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를 제안한다. 제

안한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두 대의 라인 카메라가 회

전중심으로부터 rin, rout 만큼 떨어져 1회 회전하여 2장

의 전방위 영상을 취득한다. 라인 카메라는 1×n개의 픽

셀을 가지고 있고, 1회 회전시 360°를 회전하며 각각의

라인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한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각

각 접합하여 m×n 크기의 전방위 영상 2장을 생성한다.

이때 생성한 2장의 전방위 영상을 내외부 전방위 영상

이라 하는데, 회전중심으로부터 보다 가까운 라인 카메

라로 생성한 영상을 내부 전방위 영상, 회전중심으로부

터 보다 먼 라인 카메라로 생성한 영상을 외부 전방위

영상이라 한다.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 기하모델에는 총 5개

의 좌표계가 필요하다. 객체점의 좌표를 정의하기 위한

객체좌표계와 회전체가 정의하는 회전좌표계, Fig. 3과

같이 두 대의 카메라가 정의하는 두 개의 카메라좌표계

및 영상좌표계이다. 객체좌표계는 Fig. 4와 같이 실내의

임의의 모서리점을 원점으로 정의하고, 세 개의 모서리

들 중 천정방향을 OZ축, 나머지 모서리들을 오른손 법

칙에 따라 각각 OX 축, OY으로 정의한다.

회전좌표계의 원점(OR)은 회전중심이고, RZ은 천정

방향으로, RX은 회전중심과 회전이 시작하는 점을 연결

하여 정의하며, RY는 오른손 법칙에 따라 정의한다. 두

개의 카메라좌표계의 원점 OCin과 OCout는 두 라인 카메

라가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의 위치이다. CinZ축과 CoutZ축

은 두 라인 카메라의 광학축으로 정의하고 CinY축과 CoutY
축은 RZ축과 동일하며 CinX축과 CoutX축은 오른손 법칙에

따라 정의한다. 영상좌표계는 단위가 pixel이고 수평방

향 i좌표값과, 수직방향 j좌표값으로 표현되는 좌표계

이다. 수평방향은 RX축과 시작을 같이 정의하고 수직방

향은 RY축과 반대방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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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tating stereo line camera.

Fig. 3. 2D configuration of the rotating stereo line camera.

Fig. 4. 3D configuration of the rotating stereo line camera.



2)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의 기하모델

여기서 카메라의 기하모델은 하나의 객체점과 이에

대응하는 공액 영상점간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수학적

으로 표현한 식이다. 이는 식(1)의 회전식 라인 카메라

기하모델을 기반으로 객체좌표계와 객체점은 동일하

고 회전거리와 렌즈가 다른 2개의 영상점에 대한 모델

로 확장된 것으로 식(2)와 같다. 여기서, (iin, jout)은 내부

전방위 영상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영상점이고 (iin, jout)
은 외부 전방위 영상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영상점이

다. µθ는 픽셀당 회전각으로 360°를 전체 픽셀수로 나누

어 계산할 수 있고, n은 영상의 수직 픽셀수, (yin, yout)은
내외부 카메라에 수직방향으로 맺히는 영상점 좌표이

며,  µj는 픽셀의 수직방향 크기이다.

                           

=                             (1)

                                           

                         

(2)

(θin, θout)은 객체점이 영상점으로 투영될 때 회전좌표계

의 수평 회전각으로 식 3와 같이 계산한다(Oh and Lee,

2012). 여기서, (RX, RY, RZ)은 회전좌표계로 표현된 객체

점으로 식 4와 같이 객체좌표계에서 표현된 객체점을

좌표변환해야 한다. r은 회전거리이고 d는 회전중심으

로부터 객체점까지 수평거리이다. (OX, OY, OZ)과 (OXR,
OYR, OZR)은 객체좌표계에서 표현된 객체점과 회전좌표

계의 원점이고, RRO은 객체좌표계에서 회전좌표계로

변환하는 회전변환행렬이다.

               θ = tan
_1( ) + sin_1( sinβ) _ β                 (3)

               

= RRO 
_                 (4)

3) 캘리브레이션 변수

일반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은 객체점이 영상점으로

투영될 때 영향을 끼치는 외부표정요소 이외의 변수들

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보통의 경우, 일반 프레임 카메

라는 주점과 초점거리, 렌즈왜곡 계수 등의 카메라 내

부 변수만을 결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

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는 2개의 어안렌즈와 회전

체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영상점에 영향을 끼치

는 요인들은 카메라 내부 변수 이외에도 투영모델과 회

전거리와 카메라가 틀어진 각 등의 시스템 변수가 존재

한다.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의 카메라 내부 변수는

주점, 렌즈왜곡계수, 초점거리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두 대의 라인 카메라를 탑재하였으므로 각각의 주점 위

치 (ppin, ppout)와 초점거리 (fin, fout)와 2차항 왜곡계수

(k1in, k1out)를 결정한다. 식 5는 카메라 내부 변수를 추가

한 영상점 수직방향의 기하모델이다. 여기서 y0는 주점

에서 영상점까지의 거리로 식 6과 같이 다양한 투영모

델로 결정할 수 있다.

                           y = pp + y0 + k1y30                             (5)

식 6은 영상점의 수직방향 거리로 주점에서 영상점

까지의 거리이다. 여기서, ρ는 객체점이 영상점으로 투

영될 때의 각으로 어안렌즈의 투영모델은 식 6과 같이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투영모델을 적용하여 잔차와

분산요소가 가장 작은 투영모델을 사용한 어안렌즈에

가장 적합한 투영모델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CX,
CY, CZ)는 카메라좌표계에서 표현된 객체점 좌표로 식 8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RXC, RYC, RZC)는 회전좌표계에

서 카메라의 위치로 식 9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CXR는

회전좌표계에서 카메라좌표계로 변환하는 회전변환행

렬이다.

          

y0 =            (6)

                               ρ = tan
_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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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R 
_                 (8)

                         

=                            (9)

시스템 변수는 카메라를 고정하고 회전시키는 구조

물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다. 2대의 카메라를 회전체에

고정시킬 때, 카메라의 자세와 회전거리를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없고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오차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스템 변수는 두 라인 카메라의 자세인 X축 회

전각 (αin, αout)과 Y축 회전각 (βin, βout), 회전거리 (γin, γout)
이다. 식 10은 카메라의 자세 α와 β각이 관계하는 회전

좌표계에서 카메라좌표계로의 회전변환행렬식이다.

                       CRR = CRRy(β)
CRRx(α)

CRRz(γ)                       (10)

4) 캘리브레이션 수행을 위한 수학적 모델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수학적 모델로는 확률제약조

건을 갖는 관측방정식을 이용한다. 관측방정식은 식 11

과 같이 2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영상점과 이에 대응

하는 객체점간의 기하모델에 기반한 관측방정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점 측정에 기반한 관측방정식이다. y
는 영상점 관측치이고 zo는 객체기준점 관측치이다. Ae

는 영상점과 이에 대응하는 객체점간의 기하모델을 전

방위 영상의 외부표정요소에 대한 설계행렬이고, Ac는

카메라 내부 변수에 대한 설계행렬, As는 시스템 변수에

대한 설계행렬, Ao는 기준점에 대한 설계행렬이며 Ko는

기준점 관측에 대한 설계행렬이다. ξEO, ξCP, ξSP, ξOP는 본

연구에서 추정할 전방위 영상의 외부표정요소와 카메

라 내부 변수, 시스템 변수 및 기준점이다.

   

= , ~ ( , σ20 )   (11)
영상점 관측방정식은 하나의 객체점에 대하여 식 1

과 같이 4개의 관측방정식이 수립된다. 스테레오 회전

식 라인 카메라의 기하모델에 기반한 영상점 관측방정

식은 하나의 객체점이 스테레오 영상의 공액점에 대응

하는모델이다. 식 12는영상점관측방정식의개요로, 영

상점(yin, yout)은 외부표정요소(EO)와 카메라 내부 변수

(CPin, CPout), 시스템 변수(SPin, SPout)및 객체점(OP)이
비선형으로 관계하고 있다. 영상점은 내외부 영상의 수

직, 수평방향의 영상 좌표값이고, 외부표정요소는 회전

좌표계의 원점 및 자세이다. 카메라 내부 변수는 주점의

위치, 초점거리, 렌즈의 2차항 왜곡계수이고 시스템 변

수는 회전거리와 카메라의 X축 및 Y축 회전각이다.

      (yin, yout) = f (EO, SPin , SPout, CPin , CPout, OP)     (12)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 캘

리브레이션 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6개의 기준점과 4

장의 전방위 영상을 획득하고 3개의 실험(Set1, Set2,

Set3)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Set1은 다양한 투영모델

과 캘리브레이션 변수들이 영상점에 끼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25가지의 기하모델을 정의한 후, 캘리브

레이션을 수행한다. Set2는 최소 기준점 수 및 영상 수를

확인하고자 영상과 기준점 수를 감소시켜가며 수행한

결과를 분석한다. Set3은 결정된 캘리브레이션 변수를

고정한 후, 외부표정요소와 객체점을 결정하여 제안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1) 데이터 획득

일반적으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일정한 격자무

늬를 갖는 피사체가 영상 전체에 투영되도록 촬영한 후

수행한다. 따라서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 캘리브

레이션을 위하여 Fig. 5와 같이 일정한 격자점이 전방위

에존재하는장소를선정하였다. 대상지크기는약5.9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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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erimental area and object control points.



3.2 m × 2.5 m이고 56개의 기준점과 4장의 전방위 영상

을 획득하였다.

실내에서 기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탈스테이션

으로 측정좌표계로 56개의 기준점들을 취득한 후, 객체

좌표계로 좌표변환을 수행하였다. 객체좌표계(OCS)는

Fig. 6과 같이 실내의 임의의 3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모

서리점을 원점으로 하고 3개의 모서리를 자세로 정의

한다. 객체좌표계의 자세는 바닥에서 천정방향을 Z축

으로 정의하고 나머지 모서리로 오른손 법칙에 따라 X

축, Y축을 정의한다.

회전식 라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수행을 위하여 총

4장의 전방위 영상을 획득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는 회전 중심과 회전 중심

으로부터 약 18 cm 떨어진 곳에 라인 카메라를 장착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1회 회전 시 내외부 2장의 전방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실내의 한 위치에서 1회 360° 회

전하고, 그 위치에서 약 15 cm를 높여서 다시 1회 360°

회전하여 총 4장의 전방위 영상을 취득하였다. Fig. 6은

전방위 영상을 취득한 2개의 회전좌표계(RCS) 위치가

나타나 있고, Fig. 7과 Fig. 8은 첫 번째 위치에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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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ner image captured on the second position. Fig. 10.  Outer image captured on the second position.

Fig. 8.  Outer image captured on the first position.Fig. 7. Inner image captured on the first position.

Fig. 6. Attitude and position on the acquisition of stereo omni-directional images.



전방위 내외부 영상이고 Fig. 9와 Fig. 10은 두 번째 위치

에서 취득한 전방위 내외부 영상이다.

2) Set1 실험결과 - 기하모델에 따른 캘리브레이션
결과 분석

5개의 투영모델과 추정할 변수를 5종류로 구분하여,

총 25종류의 기하모델을 정의하고 적용함으로써 영상

점 잔차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투영모델은

중심 투영모델과 어안렌즈의 4가지 투영모델 5개로 구

분하였다. 추정변수는 외부표정요소 외에 ①캘리브레

이션 변수를 추정하지 않은 경우(EO), ②카메라 내부

변수 중 주점의 위치와 초점거리(CP2), ③주점의 위치

와 초점거리 및 렌즈 왜곡계수(CP3), ④시스템 변수

(EO+SP), ⑤카메라 내부 변수 및 시스템 변수(EO+CP3

+SP)로 구분하였다.

캘리브레이션 수행을 위하여, 408개의 영상점과 28

개의 기준점을 넣고 외부표정요소와 캘리브레이션 변

수 및 74개의 객체점을 추정하였다. 이때 영상점 관측오

차는 ±5 pixel, 기준점 관측오차는 ±5 µm이고 추정하

는 객체점의 갱신양이 1 mm 이내일 때 수렴하는 것으

로 정하였다. 74개의 객체점 중 22개를 검사점으로 사용

하여 추정된 객체점의 RMSE를 분석하였다. Table 1은

25개 기하모델을 적용한 캘리브레이션 결과로 각 기하

모델별 분산요소와 영상점 잔차, 검사점의 RMSE이다.

실험 결과, 변수를 추가할수록 분산요소와 영상점 잔

차 및 검사점의 RMSE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11과 Fig. 12를 확인하면 대체적으로 변수가 증

가할수록 분산요소와 영상점 잔차가 줄어들지만, 중심

투영과 직각투영 모델을 이용하여 시스템 변수만 추정

(④)을 하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투

영모델이 적합하지 않아 카메라 내부 변수를 함께 추정

해야하는 필요성을 나타낸다. Fig. 13을 보면, 카메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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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 of Set1

구 분 Variance
component

Std. of IP Residuals(pixel) RMSE of Check Points(cm)
Total Horizontal Vertical 전체 X Y Z

Central
(f tan ρ)

① EO 15.9772 16.5533 9.3073 21.4936 9.51 8.20 13.46 4.77
② EO+CP2 8.2426 11.6085 8.4085 14.1118 9.43 7.90 14.06 2.60
③ EO+CP3 2.4637 5.7364 6.3173 5.0975 9.84 7.56 14.50 4.80
④ EO+SP 13.4945 14.6982 9.6828 18.4059 7.66 6.45 11.10 3.38
⑤ EO+CP3+SP 1.8549 3.4756 2.6532 4.1413 1.82 1.52 2.58 0.96

Stereo
(2f tan )ρ

2

① EO 2.6123 6.0166 6.3864 5.6294 9.74 7.66 14.33 4.57
② EO+CP2 2.5634 5.8865 6.3617 5.3773 9.76 7.63 14.38 4.57
③ EO+CP3 2.0223 5.0088 6.2202 3.3981 9.97 7.64 14.66 4.97
④ EO+SP 2.0691 4.0194 2.9393 4.8682 2.06 1.82 2.91 1.00
⑤ EO+CP3+SP 1.3842 2.0209 2.3593 1.6162 1.49 1.11 2.20 0.77

Equi-distance
(f ρ)

① EO 2.5571 5.9450 6.2492 5.6299 9.92 7.61 14.81 4.26
② EO+CP2 2.0628 5.0869 6.2157 3.6306 9.92 7.64 14.59 4.88
③ EO+CP3 2.0200 5.0027 6.2187 3.3829 9.98 7.65 14.68 4.98
④ EO+SP 1.8774 3.6433 2.4967 4.5085 1.62 1.19 2.28 1.10
⑤ EO+CP3+SP 1.3363 1.9746 2.3112 1.5701 1.52 1.13 2.24 0.79

Equi-solid
(2f sin )ρ

2

① EO 3.2630 6.9255 6.3276 7.4764 10.03 7.61 15.08 4.09
② EO+CP2 2.0154 5.0075 6.2211 3.3924 10.00 7.66 14.71 4.99
③ EO+CP3 2.0207 5.0028 6.2181 3.3843 9.99 7.66 14.69 4.98
④ EO+SP 2.4626 4.8787 2.6681 6.3605 1.67 1.03 2.39 1.25
⑤ EO+CP3+SP 1.3820 2.0003 2.3528 1.5738 1.51 1.12 2.22 0.80

Perpendicular
(f sin ρ)

① EO 8.6708 12.0077 7.0623 15.4212 10.60 7.74 15.97 4.73
② EO+CP2 2.7009 6.1080 6.5023 5.6945 10.19 7.70 14.97 5.33
③ EO+CP3 2.0381 5.0296 6.2196 3.4601 9.98 7.65 14.69 4.97
④ EO+SP 7.1548 10.3399 4.7034 13.8247 3.25 1.78 4.66 2.63
⑤ EO+CP3+SP 1.3560 2.0426 2.3300 1.7102 1.48 1.10 2.20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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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riance component.

Fig. 12.  Residuals.

Fig. 13.  RMSE of check points.



부 변수보다 시스템 변수를 추정할 때, 검사점의 RMSE

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객체점

이 투영될 때, 시스템 변수가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심 투영모델을 제외한 4가지의 어안렌즈 투

영모델은 렌즈 왜곡계수를 추정(③)할 때, 그 결과가 비

슷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렌즈 왜곡계수를 추정하

지 않으면 사용한 렌즈에 가장 적합한 투영모델을 결정

해야하나, 렌즈 왜곡계수를 추정한다면 어떠한 투영모

델을 이용하여도 결과는 유사하다. 중심투영모델의 경

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2차항 왜곡계수만을 추정했을

때는 다른 투영모델과 차이가 컸지만, 4차항 왜곡계수

도 추정한다면 어안렌즈 투영모델을 이용한 결과와 비

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3) Set2 실험결과 - 기준점 수에 따른 캘리브레이션

결과 분석

실내에서는 기준점 획득과 전방위 영상 취득이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최소

기준점 수와 최소 영상 획득 수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산요소와 잔차의 표준편차가 최

소인 기하모델을 선정하였다. 또한 1회 회전하여 획득

한 영상 2장과 2회 회전하여 획득한 영상 4장을 이용할

때, 기준점을 28개, 21개, 14개 11개, 7개, 4개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경우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캘리브레이션 수행을 위하여, 4장 영상을 사용한 경

우에는 408개의 영상점으로, 2장 영상을 사용한 경우에

는 204개의 영상점으로 외부표정요소와 캘리브레이션

변수 및 객체점을 추정하였다. 이때 영상점 관측오차와

기준점 관측오차 및 수렴조건은 이전 실험과 동일하다.

추정된 102개의 객체점 중 22개를 검사점으로 사용하여

추정된 객체점의 RMSE를 분석하였다. Table 2는 12개

의 경우에 수행한 캘리브레이션 결과로 각각의 분산요

소와 영상점 잔차, 검사점의 RMSE이다.

실험 결과, 기준점 및 영상 수를 감소시키면 영상점

잔차는 감소하지만 검사점의 RMSE는 증가한다. 또한,

2회 회전하여 총 4장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최소 4개의 기준점만으로도 ±3 cm 이내의 정확도로 객

체점 추정이 가능하다. 1회 회전하여 내외부 2장의 영상

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최소 11개의 기준점

으로 ±2 cm 이내의 정확도로 객체점 추정이 가능하였

고, 그 이하의 기준점 수로는 수렴하지 않아 결과를 정

리할 수 없었다.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기준점 획득에 한계가 있는

실내에서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은 최소 2회 회전하여 획득한 영상 4장과 거리 측정이

가능한 4개 객체점을 확보하여 기준좌표계를 임의로

정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최소 기준점

4개는 줄자와 같은 간단한 거리 측정 도구로 확보할 수

있다. 한 모서리점을 원점으로 하고 원점에서 만나는 3

개의 모서리로 객체좌표계를 정의한 후, 측정한 3개의

모서리 길이로 기준점을 정의할 수 있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2, 2015

–180–

Table 2.  The result of Set2
구 분 Variance

component
Std. of IP Residuals(pixel) RMSE of Control Points(cm)

No.OCP No.Image Total Horizontal Vertical 전체 X Y Z

28
4 1.3363 1.9746 2.3112 1.5701 0.0152 0.0113 0.0224 0.0079
2 1.3033 1.9042 2.2252 1.5225 0.0156 0.0132 0.0218 0.0089

21
4 1.0058 1.7522 1.9527 1.5279 0.0153 0.0108 0.0228 0.0079
2 1.0717 1.6441 1.7856 1.4938 0.0158 0.0133 0.0223 0.0088

14
4 0.6519 1.5293 1.6189 1.4359 0.0165 0.0131 0.0243 0.0075
2 0.7862 1.3863 1.4328 1.3417 0.0169 0.0151 0.0237 0.0083

11
4 0.4985 1.3365 1.4722 1.1872 0.0161 0.0124 0.0239 0.0073
2 0.6203 1.1603 1.2421 1.0754 0.0161 0.0140 0.0222 0.0092

7
4 0.3033 1.2470 1.3225 1.1683 0.0162 0.0124 0.0240 0.0072
2 - - - - - - - -

4
4 0.1139 1.0520 0.9654 1.1332 0.0279 0.0235 0.0278 0.0317
2 - - - - - - - -



4) Set3 실험결과 - 캘리브레이션 결과 검증

캘리브레이션 변수를 고정하여 외부표정요소와 객

체점을 추정하여 영상점의 잔차와 객체점의 RMSE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안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의 타당성

을 확인하였다. 1회 회전하여 획득한 내외부 영상 2장과

28개 기준점을 사용한 경우(A)와 11개 기준점을 사용한

경우(B)에 결정된 캘리브레이션 변수를 사용하였다.

Table 3은 고정한 캘리브레이션 변수로 내외부 영상의

주점, 초점거리, 왜곡계수, 회전거리, 카메라 자세이다.

캘리브레이션 변수들을 고정하고 나머지 내외부 영

상 2장의 204개의 영상점과 3개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외부표정요소와 객체점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객체점

중 22개를 검사점으로 사용하여 추정된 객체점의

RMSE를 분석하고 잔차를 분석하였다. Table 4는 캘리

브레이션 변수를 고정한 후 외부표정요소와 객체점을

결정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두 경우의 분산요소와 영

상점 잔차 및 검사점의 RMSE가 비슷하였고 영상점 잔

차는 ±1 pixel 이내, 검사점은 약 ±1.6 cm 이내로 객체

점 결정이 가능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체시와 객체점 결정에 효율적인 스

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를 제안하고 정확한 객체점

결정을 위하여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 캘리브레

이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의 기하모델을 유도하고 캘리브레이션 변

수인 카메라 내부 변수와 시스템 변수를 소개한 후, 캘

리브레이션 수행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

한 제안한 방법론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대

상지를 선정하고 기준점 및 영상을 취득한 후, 총 3개군

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Set1은 적합한 기하모델 선정을 위하여 5종류의 투영

모델을 적용하고 캘리브레이션 변수를 추가하면서 25

가지의 기하모델을 제안하고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투영모델의 경우, 렌즈 왜곡계수를 추정하지 않으면 잔

차의 차가 컸지만 왜곡계수를 추정하면 잔차가 비슷해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어안렌즈에 맞

는 투영모델이 존재하고, 이와 다른 모델을 적용할 경

우, 렌즈 왜곡이 크게 발생하므로 이를 보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캘리브레이션 변수의 경우, 카

메라 내부 변수를 추정하면 영상점의 수직 잔차만 감소

함을 확인하였고, 시스템 변수를 추정하면 영상점 잔차

와 객체점 RMSE가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t2는 기준점 수와 영상 수를 감소시켜가면서 캘리

브레이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캘리브레이션을 수행

할 때 필요한 최소 기준점 및 영상 수를 분석하였다. 25

가지의 기하모델 중, 분산요소와 잔차가 가장 작은 기

하모델을 선정하고 기준점 수를 6개로, 영상을 2장의 경

우와 4장의 경우로 총 12개 경우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소 기준점은 2장 영상의 경우 11

개, 4장 영상의 경우 4개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4장의 영

상과 간단한 측정도구로 4개의 기준점을 획득하면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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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stimated calibration parameters
구  분

pp(mm) f(mm) k1 r(cm) β(˚) α(˚)
위 치 영 상

A
내 부 -0.06902 15.456 -202.88994003 -0.26 87.7598 90.3148
외 부 -0.09927 15.362 -211.14075543 18.02 86.8664 90.3516

B
내 부 -0.07213 15.423 -246.43756486 -0.62 89.5527 90.2770
외 부 -0.10181 15.397 -256.04400794 17.22 88.5183 90.3142

Table 4.  The result of Set3

구 분 분산 요소
영상점 잔차의 표준편차(pixel) 검사점의RMSE(m)

전 체 수 평 수 직 전 체 X Y Z
A 0.1083 0.7571 0.1679 1.0587 0.0150 0.0121 0.0180 0.0143
B 0.0999 0.7219 0.2076 1.0008 0.0158 0.0147 0.0187 0.0137



프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Set3은 캘리브레이션 변수를 고정한 후, 외부표정요

소와 객체점을 추정하여 캘리브레이션 변수 추정이 합

리적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장 영상과 기준

점 28개, 11개로 추정한 두가지 경우의 캘리브레이션 변

수를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분산요소와 영상점 잔차 및

객체점의 RMSE가 두 경우 모두 비슷하였고 영상점 잔

차는 ±1 pixel 이내, 객체점은 약 ±1.6 cm 이내의 정확

도로 추정되었다.

향후,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된 스테레오 회전식 라인

카메라로 획득한 내외부 전방위 영상을 이용하여 정확

한 객체점 좌표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확한

객체점 좌표 결정이 가능한 실내 전방위 영상으로 정밀

한 실내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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