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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내공간의 다시점 정지 영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획득하고, 이 데이터로부터 해당 3차원 공간에 대한 기하학적인 형
상정보를 담은 두 종류의 복원 결과를 비교분석 한다. 공간 내 한 평면 복원을 목표로, 첫 번째 데이터 군 확보에는 정규격자경로를
따라 정지 영상을 얻는 수동형 영상 획득 방식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 데이터 군 확보에는 한 평면의 제한된 각도 내 3차원 정보를
얻는 레이저 스캐너의 스캐닝 방식을 정지 영상 획득 방식에 응용하였다. SIFT알고리즘을 이용해 획득된 정지 영상 데이터 간의 특징
점을 검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복원된 3차원 공간정보는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
미지와 개수 및 평균 밀집도, 수행 시간을 통해 표현했으며 보다 정확한 실내공간의 3차원 복원에는 카메라로 획득하는 정지 영상 데
이터만이 아닌 추가적인 센서를 사용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wo reconstructed point cloud sets with the information of 3D features are analyzed. For a certain 3D 
reconstruction of the interior of a building, the first image set is taken from the sequential passive camera movement along the 
regular grid path and the second set i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aser scanning process. Matched key points over all images are 
obtained by the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ation) algorithm and are used for the registration of the point cloud data. 
The obtained results are point cloud number, average density of point cloud and the generating time for point clou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necessity of images from the additional sensors as well as the images from the camera for the more accurate 3D 
reconstruction of the interior of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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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가상현실 및 가상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세계에존재하는물체를가상세계에서구축하기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컴퓨터그래픽스와 비전기술이발
달함에따라정밀도가높은 3차원복원기술에대한연구도
활발하게진행중이다. 3차원복원(3D reconstruction) 기술
은 물체 또는 공간의 형상과 표면의 색상을 재구성함으로

써물체의탐지와인식등여러가지응용분야에서사용되

고있으며[1], 이결과물은실내·외부및각종물품의유지관
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공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에 프레임 카

메라(Frame Camera),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GPS(Global Positioning Sys- 
tem)/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각종 센서를탑
재하는 한편,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는 3차원 복원 연구도
다방면에서진행되고있는데일반적으로고정된시점(view 
point)에서획득한영상이물체또는공간의일부분의형상
을획득할수밖에없으므로 여러 방향에서데이터를획득

해이들을합성하는다시점(multi-view) 3차원복원에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2][3].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시점 영상

촬영방식을활용한정규격자형촬영경로와레이저스캐너

센서의데이터획득경로를모방한촬영경로를설정해, 각
기다른방식으로 취득한데이터를 기반으로실내공간한

평면에 대한 3차원 복원을 시도한다.
3차원 복원 결과는 최종적으로 공간 좌표상에 위치하는
구조화된점집합인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로표현되
며 시각적으로 실제의 공간과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된

가상의 공간이 얼마나 유사한지가 중요하다. 포인트 클라
우드를생성하기위한기본적인준비단계로써의특징점검

출과정또한핵심적인분석대상이다. 이두가지의과정을
Step1, Step2로 분류하고 Case1과 Case2에서 각과정의결
과를 비교·분석 한다.

Ⅱ. 3차원 복원

1. 3차원 복원 기반 데이터 취득

3차원복원기술을구현하기위해서는, 기반데이터를취
득해야하는데 이중영상데이터를 취득하는방식으로능

동형방식과수동형방식이 있다[4]. 수동형방식은주로 비
전센서인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므로 3차원 정보
의 신뢰도는 능동적인 방법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데이터
취득이 용이하고비용이 적게 든다. 그림 1에 수동형 방식
의 영상 취득 목적의 카메라의 배열 및 기기를 나타냈다.

(a)Parallel multi-view camera (b)Stereo camera 

그림 1. 수동형 영상 취득 방식
Fig. 1. The passive way of obtaining image

능동형 방식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실시

간으로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한

(a)Depth camera (b)Laser scanner (c)Structured light

그림 2. 능동형 영상 취득 방식
Fig. 2. The active way of obtain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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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정보를얻을수있다. 그림2의깊이카메라, 레이저스
캐너, 구조화된광선패턴[5]을이용하는방법등이능동형방

식에속한다. 정지된영상데이터를기반으로하는 3차원복
원기술분류에서는두장의정지영상을사용하는스테레오

정합기법이대표적이며여러장의정지영상을사용하는움

직임기반 3차원복원법, 실루엣기반기법[6], 부피기반의복
셀 컬러링[7], 다시점 스테레오 정합[8] 등이 수행되고 있다.

2. 3차원 복원 프로세스
 
정지 영상 기반 복원 과정에서, 정지 영상은 3차원 공간
상의 점들을 2차원 평면에 투사(perspective projection)함
으로써얻어진다[9]. 그림 3에서와같이월드좌표계, 카메라
좌표계, 영상좌표계가일치하지않으므로카메라 칼리브레
이션(camera calibration)[10]을통해렌즈, 렌즈와카메라 내
이미지센서와의거리및이루는각등의카메라내부파라

미터와 회전및 이동성분을 포함하는외부 파라미터로 3D 

그림 3. 좌표계의 종류
Fig. 3. Coordinates system types

공간좌표(월드좌표계)와 2D 영상좌표 사이의 변환관계를
우선 정리해야한다. 

3차원복원을위해서, 여러개의정지영상상에같은물
체로 인식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상 처
리 분야에서의 물체 인식 알고리즘으로는배경차연산방

법(Background Subtraction), 분할 기반 방법(Segmenta- 
tion), 특징점 기반 방법(Point Detectors), 학습 기반 방법
(Supervised Learning)이 있다. 이 중, 특징점 기반 방법에
는 1979년 Moravec[11]이 코너를 찾는 연구를 시작으로

Harris detector[12],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ation 
(SIFT)[13], Affine Invariant Point Detector[14]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중, SIFT방법은 영상 처리법 중에서 영
상 내 물체들의 가장자리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인 DoG 
(Difference-of-Gaussian)[15]을 스케일 공간(Scale space)에
서 수행하여 극대점 또는 극소점들을 대상으로 후보가 될

만한 특징점을 검출하고 안정성·적합성 검사와 보정을 통
해방향성분을얻어낸후이로이루어진서술자(Descriptor)
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연산량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지
만회전, 크기의변화에강인하며조명, 은폐(Occulusion)의
변화에 부분적으로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본연구에서는다시점정지영상간의물체인식및검출

기반의 3차원복원을수행하므로 SIFT방법으로 Step1의과
정을진행한다. 여러장의정지영상상의공통영역에서확
인된특징점이 개별적인각정지영상상에서동일한 것으

로 확인되면, Step2에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한
다. 이 과정을 그림4에 정리하였다.
그림 5는 SIFT 알고리즘을적용하여특징점을발견한결
과이다. 특징점 검출에 쓰여질 정지 영상의 최소 개수를 3
개로지정하고 크기는 4,000pixel(너비) * 3,000pixel(높이)

그림 4. 3차원 복원 과정
Fig. 4. 3D reconstr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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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정하였다. (b)의정지영상이 (a),(c)와서로겹치는범
위가많기때문에세개의비교대상중특징점이가장많다.

Ⅲ. 비교 연구

1. 실험 과정

본 실험에서는 8GB의 RAM을 장착한 Intel(R) Core 
(TM) i5-4460 CPU로각정지영상간의특징점을검출하
고포인트클라우드를생성했다. 3차원복원기반데이터로
써의정지영상획득에사용한카메라는 S사의디지털카메
라이며 탑재된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13.2mm*8.8mm이고
센서형태는 CMOS이다. 획득한 정지 영상 데이터의 개수

는 Case별로 총 12개이며 크기는 3,888pixel(너비)*2,592 
pixel(높이)로두비교실험시항상같은수치를유지했다. 
카메라조작은 Case1에서수동형영상취득방식의다시
점카메라배열을참고하여정규격자경로의이동을적용했

다. Case2에서는 능동형 영상 취득 방식의 일종인 레이저
스캐닝의 데이터 획득 경로를 모방해 카메라의 동선을 조

작했다. 레이저스캐너는특정위치에서일정평면(xy 또는
yz 또는 zx의한평면)을대상으로제한된각도내의범위를
스캐닝하여 3차원 공간 정보를획득한다. 따라서, Case2에
는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이동하되 촬영 각도를 달리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표 1에서는 특징점 검출 및 매칭을
이용한기하구조추정으로생성된카메라의위치를표기하

였다. 

Result

(a) (b) (c)

Number of 
keypoints

1,245 2,976 2,552

그림 5. 정지 영상 상의 특징점
Fig. 5. Keypoints of images

Case 1 Case 2

그림 6. 각 카메라 이동 경로
Fig. 6. The path of camera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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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결과

표 2에서 총 12장의정지영상에서 SIFT로 특징점을 검
출한 결과값을 보면 각 정지 영상 당 특징점의 평균값과

집중 경향치를 표현하는 중앙값은 Case2가 높았는데 이는
카메라의이동경로가같은위치에서각도만미비하게다르

게 설정 후 촬영했기 때문에 오버랩되는 범위가 더 넓어

매칭되는 특징점의 확보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식으로 복원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밀집화 결

과(생성 결과)는, 기존의 수동형 정규격자 경로를 따라 촬
영한정지영상데이터의 3차원복원결과물이더조밀하고
많은수의포인트클라우드를생성하여더 나은 복원 결과

를나타냈으며그림 7에서포인트클라우드생성물을표현
했다. 결론적으로 능동형 영상 획득 방식을 응용·적용한
Case2의정지영상데이터는다량의특징점검출에서강점
을 보였으나 최종적인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결과물은

Image 
Case 1 Case 2

Computed camera position[cm] Number of 
keypoints Computed camera position[cm] Number of 

keypoints

1 -38.42, -128.79, -0.04 4,588 -128.49, 6.33, 1.72 6,393

2 -38.03, -39.97, 3.75 5,902 -128.37, 7.15, 1.54 6,495

3 -37.92, 43.83, 2.32 5,567 -128.28, 8.67, 1.01 6,084

4 -37.77, 131.27, 4.44 5,000 -47.22,  5.12, 0.95 7,020

5 6.76, 130.77, 5.40 5,402 -48.20,  4.17, 1.25 7,086

6 6.51, 42.50, 6.33 6,022 -48.12,  2.67, 1.10 7,072

7 6.29, -41.69, 11.78 6,138 45.22,   5.76, 2.03 7,364

8 5.57, -132.25, 7.00 5,519 45.41,   6.16, 1.41 7,353

9 31.29, -131.67, -0.98 4,720 45.78,   7.63, 1.01 6,436

10 31.91, -41.69, 4.77 5,445 132.97,  7.73, 1.13 6,190

11 31.95, 43.84, 1.08 5,558 132.68,  5.96, 1.13 6,579

12 32.53, 125.38, 1.81 4,354 132.58,  4.84, 1.30 6,277

표 1. 카메라 위치와 각 정지 영상에서의 특징점 개수
Table 1. Camera position and number of keypoints per each image

Case 1 Case 2

그림 7. 3차원 복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결과
Fig. 7. Result of 3D reconstruction with point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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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이 실제 공간과 더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Ⅳ. 결론 및 추후연구

본연구에서는서로다른경로취득한 정지영상데이터

를기반으로한 3차원실내공간복원결과물을비교하였고
능동형 영상 획득법인 레이저 스캐너의 스캐닝 방식을 모

방한 경우에서 기존의 수동형 방식을 응용한 경우보다 많

은 특징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정지 영상의 정합만을 목표

로 할 경우 더 나은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적용된
SIFT 알고리즘은가장자리탐지를기본으로특징점을구별
하기때문에주변영역의변화도가적은부분에서는데이터

복원이 취약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물체로 가려

진 면에 대한 데이터의 획득 과정에서의 폐색문제(Occlu- 
sion problem)[16]에따라 3차원복원이완벽하지못하다. 이
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영상 데이터 기반의 복원 과정의

누락 데이터를 없애기 위한 영상의 촬영 경로를 재확립의

필요성과추가적인공간정보획득센서를다시점적으로배

치하여얻어지는 3차원포인트클라우드데이터확보의중
요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연구는카메라칼리브레이션과특징점검출및
매칭을기반으로카메라의위치와자세를계산했기때문에

카메라 위치의 좌푯값, 방향성대한수치적 오차를 감안한
공간 복원 결과를 도출해야했다. 추후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측량분야기술을적용할수있다. 넓은지형공간을복
원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영상을 획득하고 표정(Orientation)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영상 표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촬영할 지형 곳곳에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s, 
GCP)을표시해 놓는다[17]. 하지만완성된결과물에서기준
점으로 여겨지는 표식이 드러난다면 실제적인 3차원 복원
이완벽하다고할수없기에최근그정확도가매우향상된

GPS/INS 정보를활용해지상기준점이없이도정확한영상
의 위치 및 자세를 추정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18][19]. 
이러한 항공측량법의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은 주
로 넓은 지형의 3차원 복원을 위해 영상과 지도 투영계를
연결해 지도 좌표를 부여하는 계산 과정이지만 결국에는

영상 정보와 영상 데이터 획득 센서간의 기하학적인 관계

를 확립하는 과정이므로, 다양한 센서의 응용적 결합과 다
시점적데이터획득방법을활용한다면양질의 3차원공간
복원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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