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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 기반의 위치 인식 방법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

서 관심을 받아왔다. 재난 상황 또는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투입되는 로봇의 위치 인식 및 지도 작성

(SLAM)을 위한 분야, 인식된 위치를 이용하여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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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복원(3D reconstruction)을 위한 분야에도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무기체계에 

탑재되어 GPS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정밀

한 위치 인식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영상 기반의 위치 인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연구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A. J. 

Davison이 제안한 확장 칼만 필터(EKF)기반의 방법이

다[1]. 이 방법은 단안 카메라에서 카메라의 위치와 자

세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3차원 공간의 특징점을 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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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e estimation is an important operation for many vision tasks.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estimating the 

camera pose, using a known landmark for the purpose of autonomous vertical takeoff and landing(VTOL) unmanned 

aerial vehicle(UAV) landing. The proposed method uses a distinctive methodology to solve the pose estimation 

problem. We propose to combine extrinsic parameters from known and unknown 3-D(three-dimensional) feature 

points, and inertial estimation of camera 6-DOF(Degree Of Freedom) into one linear inhomogeneous equation. This 

allows us to use singular value decomposition(SVD) to neatly solve the given optimization problem. We present 

experimental results that demonstrate the 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to estimate camera 6DOF with the ease of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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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의 상태벡터()로 정의하고 

영상에서 측정된 특징점을 이용하여, 상태벡터를 추정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주변 환경을 모

르는 상태에서도 상태벡터와 3차원 특징점의 대응관계 

해석을 통해 일관된 위치 인식과 지도 작성을 할 수 

있지만, 특징점의 개수에 따라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방법의 연구는 인접 

영상의 두 시점이 가지는 제약사항(epipolar constraint)

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 3차원 특징점을 복

원하는 방법(Structure from Motion : SfM)이다. 투영기

하학(projective geometry)를 컴퓨터 비전에 적용을 시도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R. Hartley, 

A. Zisserman이 다시점 영상 기하학에 관한 이론을 정

립하였다[2]. D. Nister는 3차원의 3개 이상의 점과 그것

의 영상에 투영된 점을 이용하여 카메라 위치와 자세

를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3], N. Snavely는 불특

정 다수의 사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을 기반으로 피사

체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photo 

tourism)[4]. 최근에는 두 가지 방법론을 혼용하여 적은 

수의 특징점으로 상태벡터를 추정하고 많은 수의 특징

점으로는 더욱 정확한 카메라 위치, 자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5,6].

  본 논문에서는 적은 수의 알고 있는 3차원 특징점과 

많은 수의 인접영상의 대응점을 모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물체는 짧은 시간

의 간격에서 상대 변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

므로 측정 가능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다면 그 순간의 카메라 위치를 가장 잘 찾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안한 방법은 행렬 해법을 

통해 구현의 용이성과 풀이의 간결성을 유지한다.

  본 논문은 다음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다시점 영상기하학에서 알고 있는 3차원 특징점과 인

접한 영상의 대응점 탐색으로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

를 얻는 방법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수직이착륙 무인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한 랜딩마크의 설계와 제안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4장에서 모사 생성 데이터와 실제 

영상을 기반으로 수행된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과 추후 연구 과제를 기술한다.

2. 이론 해석

2.1 알고 있는 3차원 특징점과 카메라

  투영기하학에서 사용되는 핀홀 카메라 모델(pin-hole 

camera)모델에서 3차원 공간의 특징점 X를 2차원 영

상 평면의 특징점 x로 투영시키는 행렬을 P로 정의

하면 식 (1)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xPX  (1)

  여기서 투영 행렬(projection matrix) P는 3 × 4 행렬

이며, 카메라 내부 변수 K와 외부 변수인 회전 행렬 

R과 병진 이동 행렬 t의 결합 KR t로 이루어진 행

렬이다. 투영 행렬의 자유도(DOF)는 11개 이므로 6개

의 대응점으로부터 정의할 수 있는 2 × 6개의 식을 이

용하면 DLT(Direct Linear Transform)을 통해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알고 있는 점들의 집합이 모두 하나의 

평면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식 (2)와 식 (3)의 관

계식이 만족한다. 여기서, p∼ p는 투영 행렬의 각 

열을 요소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3차원 공간의 평

면과 2차원 영상 평면과의 호모그래피(Homography)를 

구하는 것이 곧 투영 행렬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pp 





XY







 pp p 

XY





 (2)

P HKR t Kr r t r  r × r (3)

2.2 인접 영상의 대응 관계 해석과 카메라

  인접 영상의 대응 관계 해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외

부 변수를 얻을 수 있는데, 두 장의 영상이 만족해야

하는 에피폴라 제약조건(epipolar constraint)를 이용한

다. 카메라 내부 변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 펀더맨털 행렬(fundamental matrix)과 에센셜 행렬

(essential matrix)은 식 (4)와 식 (5)의 관계식을 만족한

다. 단, E는 에센셜 행렬, F는 펀더맨털 행렬이다. 에

센셜 행렬은 두 장의 영상으로부터 4개 이상의 대응점

이 존재하는 경우 찾을 수 있다[2].

x′TE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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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FK (5)

  에센셜 행렬은 영상 평면에서 해석하는 펀더맨털 행

렬과 달리 영상 좌표에 카메라 내부 변수의 역행렬을 

영상 좌표에 곱하여 사용하므로 정규화된 형태로 생각

할 수 있으며, 에센셜 행렬은 E t×R 이므로 첫 번

째 카메라 P  I에 대해 다음 네 개의 가능한 행렬 

분해를 얻을 수 있다.

P′  UWV Tu  또는 UWV Tu ,
(6)

UW TV Tu  또는 UW TV Tu 

  여기서 W 




 
  
  




, Z




     
  




는 각각 직교행

렬(orthogonal matrix), 왜대칭행렬(skew symmetric matrix)

이고, U, V는 각각 특이값 분해(SVD)의 행렬 분해 

값이다. 또한, u는 U의 3번째 열 벡터를 의미한다.

2.3 관성력

  충분히 연속적인 운동을 하는 카메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 충분히 작은 시간 내에서는 등속으로 운

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진 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한 매우 작은 시간 변화량에 대한 미분치는 

변화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차항을 소거하면 

선형적으로 수렴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전 시간 의 병진 이동 속도와 회전 각속

도를 이용하면 다음 시간 의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

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진 이동 속도 벡터를 

v, 회전 각속도 벡터를 라 하면, 식 (7)로부터 이전

에 구한 호모그래피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Rt Rt rod
     (7)

   

  여기서 rod는 3축 오일러 각속도 성분을 3 × 3 회

전 행렬로 변환하는 연산이다.

3. 제안하는 방법

3.1 랜딩 마크의 설계

  수직 이착륙 무인 비행체가 관측할 수 있도록 랜딩 

마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조명, 가림)에 강

인하도록 해야 한다. Fig. 1은 설계된 랜딩 마크와 원

점, 실측치를 기록한 그림이다.

Fig. 1. Landing mark

3.2 최적화 함수 정의

  앞서 2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조

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화 함수는 다음 식 (8)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EP  PXgxg exEx i Pi P (8)

  여기서 Xg와 xg는 알고 있는 4개 이상의 점에 대

한 3차원 좌표와 영상 평면에 투영된 점을 의미하고, 

 , 는 인접영상으로부터 얻은 것과 관성력에 의해 

예측된 카메라 외부 변수 각각의 스케일 인자이다. 제

시된 최적화 함수의 파라미터는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 가우스-뉴턴(Gauss-Newton), LM(Levenberg- 

Marquardt) 방법과 같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절에서 제시하는 행렬 연

산을 통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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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적화 인자 계산식

  선형 비동차 방정식(linear inhomogeneous equation)으

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 식 (9)와 같은 형

태로 변형한다.











T ′xiT ′xiT
′xiT T

⋮
′xiT







h


h
h








hehi






   
 ×   ×   × 

 (9)

  식 (9)의 좌변 행렬 의 1~8행은 알고 있는 3차원

점과 영상간의 대응점으로부터 유도된 식과 두 개의 9  

× 9 단위행렬로 구성된다. 우변은 8 × 1의 영행렬과 he, 

hi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에센셜 행렬과 관성력에 

의해 예측된 카메라 외부변수를 호모그래피 형태로 변

환한 식의 1~3열을 9 × 1의 행벡터로 쌓은 형태이다.

  식 (9)는  형태의 식이므로 행렬의 의사 역

행렬(left pseudo inverse)  를 양변에 

곱함으로서 를 구할 수 있다. 이때 SVD를 사용하면 

이므로 한 번의 연산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4.1 모사 데이터 생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여 보기 위해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를 알고 있는 모사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Table 1에 보인 입력으로 만들어진 카메라 위치의 궤

적은 Fig. 2와 같다. 모사 카메라의 위치는 나선형의 

궤적을 그리게 된다. 카메라의 최초 위치는 (0, 100, 

800)으로 설정되었고, 3차원 위치를 알고 있는 점 4개

와 인접 영상에서 찾은 대응점을 10개로 설정하였다. 

카메라의 내부변수는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설정된 점은 모사카메라의 자세를 알고 있으므로 720 

× 480 영상에 투영시킬 수 있고, 영상에서 측정된 점은 

3픽셀의 분산을 가지는 정규분포 노이즈(자체 실험치 

기준)를 더하였다.

  Fig. 3 ~ Fig. 6은 1) 참값, 2) 알고 있는 점으로 추정

된 위치, 3) 인접영상으로부터 추정된 위치, 4) 2)와 3) 

방법만으로 추정된 결과, 5) 제안한 방법의 결과를 보

인 것이다. Fig. 7은 Fig. 3의 궤적 부분을 확대하여 보

인 것이다. 알고 있는 점을 통해 추정된 위치는 드리

프트 없지만, 측정 노이즈로 인하여 참값 주변에서 가

장 큰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인접영상으로부터 얻은 

값은 누적 오차로 인하여 드리프트를 가지고 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은 참값을 다

른 방법에 비해 우월하게 추종하고 있다.

  Fig. 8과 Fig. 9에서 보인 yaw 축의 각도 추정 결과

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였으며, 제안한 방법이 가장 

우월하게 참값을 추종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RMS error를 분석한 도표를 Table 2와 

Fig. 10으로 제시한다. Fig. 10에서 각 행은 비교 대상 

4가지 방법이고, 각 열은 각 축(x, y, z)과 그 합을 의

미한다. 붉은색으로 표현될수록 큰 오차를 가지고 푸

른색으로 표현될수록 작은 오차를 가지게 되는 컬러 

맵으로 표현되었으며, 4행의 오차(제안한 방법)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Simulation setup

axis func. amp.(mm) freq.(rad/s)

x sin 100 1

y cos 100 1

z ramp -10(slope)

yaw sin /8 1

roll sin /8 1

pitch sin /8 1

Fig. 2. Pseudo camera trajectory(grou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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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seudo camera trajectory estimation

Fig. 4. Pseudo camera trajectory estimation(x-y)

Fig. 5. Pseudo camera trajectory estimation(x-z)

Fig. 6. Pseudo camera trajectory estimation(y-z)

Fig. 7. Pseudo camera trajectory estimation(enlarged)

Fig. 8. Pseudo camera rotation estimation(yaw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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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MS error

x y z sum

4points 7.35 7.35 0.29 15.00

essential 5.01 8.30 3.08 16.40

4points + 
essential

5.19 6.66 1.56 13.41

proposed 2.56 4.40 1.50 8.46

Fig. 9. Pseudo camera rotation estimation(yaw angle, 

enlarged)

Fig. 10. Analysis of RMS error

  본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모

델 기반 설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Fig. 11은 개발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추정된 카메라 위치, 자세를 관

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 화면이다. 중앙에 위치한 

좌표축으로부터 사각뿔 형태의 회색 도형(카메라)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 실제 움직임을 추종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Fig. 11. Real-time 3D simulation environment

4.2 실제 영상 적용 결과

  본 절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실제 영상에 적용한 결

과를 보인다. Fig. 12에서 제시된 결과는 입력된 영상

으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고 알고 있는 점(H 마커의 

최외곽 네 점)으로부터 추정한 것과 인접 영상과의 

대응점으로부터 추정한 카메라 위치, 자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화면에 재 투영한 결과이다. 2장 이론 해석

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카메라 내, 외부변수를 

알고 3차원 특징점의 위치를 아는 경우 식 (1)을 이용

하여 영상평면에 재 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붉은색 

점은 추출된 특징점, 푸른색 점은 알고 있는 점만을 

이용하여 추정한 카메라 위치, 자세로부터 재 투영된 

점, 초록색 점은 제안한 방법으로 재 투영된 점이다. 

제안한 방법이 최초에 추출된 특징점의 위치를 보다 

더욱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안 카메라에서 3차원 공간과 영상 평면은 비례적

인 관계(up to scale)에 있으므로 재투영 오차가 가지는 

실제 카메라 위치, 자세 오차는 얼마나 멀리서 관측하

는가 하는 것과 비례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영상 평면

을 무한한 화소의 관측량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만, 영상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 센서

는 화소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특징점 관측 시 양자

화 오차를 수반한다.

  Fig. 13은 추정된 카메라 위치 궤적을 x-z평면에 대

해 보인 것이다. 실제 영상에 대한 실험에서는 참값을 

알기가 힘들지만 개략적인 경향 분석은 가능하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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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촬영된 궤적과 유사하게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고 있는 4점을 통해서 추정된 

위치는 대응점 탐색이 잘못될 경우 전혀 다른 위치를 

추정하는 것에 비해 제안된 기법은 보다 안정적으로 

카메라 위치 추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Real scene and re-projection of features

Fig. 13. Camera trajectory(x-z)

5.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영상 응용분야의 핵심인 카메라의 

위치, 자세 추정에 관한 연구 결과로 알고 있는 점과 

인접 영상의 대응점, 관성력에 의해 예측된 값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카메라 위치 추정에 관한 기법을 제

안하였다. 생성된 모의데이터와 실제 영상을 통해 검 

증한 결과 제안된 방법은 각각의 단일 입력을 통해 

추정한 것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줌을 검증하였다.

  실제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corner extraction)

과 대응점을 탐색하는 과정(correspondence search), 노

이즈가 수반된 자료들에서 가장 합리적인 자료를 추

출하는 방법(RANdom SAmple Consensus: RANSAC)은 

실제 영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현되었지만 본 논문

에서 제시하는 기법의 성능 평가와는 직접적인 연관

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하였다.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안된 방법은 모사 

생성 데이터와 실험실 내의 환경에서 알고 있는 특징

점이 추출되었을 경우에만 동작한다. 불규칙한 조명조

건과 대기조건이 주어지는 야외 환경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지도로부터 영상에 투영된 특징

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로 가지고 있는 영상과 현재 위치, 자세를 획득하고자 

하는 카메라의 관측 자세와 시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

로 둘 사이에 대응관계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도전

적인 문제이다. 특징점의 추출과 대응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카메라의 위치, 자세는 정확하게 탐색된 대응

점의 수와 비례하고 SVD의 연산 복잡도는  ×  행

렬 분해에 대하여   이므로 많은 양

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실시간 처리 방안 또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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