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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는 영상 내 평면검출은 물체

나 배경 등의 형태적인 정보를 구함에 있어 가장 효

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평면 검출 방법은 

주로 주변 환경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Lidar 센서나 

ToF(Time of Flight) 센서를 장착한 로봇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적용된다. 평면 검출 연구는 

Lidar 센서나 ToF(Time of Flight) 센서를 통해 구해

진 3차원 점군(Point Cloud)을 이용하여 평면을 구하

는 방법이 제일 많이 연구되었다. D. Holz[1]는 점군

에서 한 점의 주변 점들을 이용하여 법선 벡터를 구

한 후, 이를 분류하여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

했다. T. Wu[2]는 점군을 그리드 정보로 변환한 뒤,

그리드의 방향들을 분석하여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

을 제안했다. 또한 점군을 이용하여 NDT(Normal

Distribution Transformation) 셀을 구하여 이용하는 

방법[3], 가중치가 부여된 RANSAC를 적용하여 점

군을 분할하여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4], 점군에 

MRF(Markov Random Field)[5]를 부여 한 후 BBP

(Bayesian Belief Propagation) 최적화를 사용하여 

평면 분할을 하는 방법[6]과 점군을 그룹화하여 그래

프를 구성한 다음 응집형 계층적 군집화를 통해 평면

을 분할하는 방법[7]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3차원 

점군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센서가 장착된 로봇

을 통한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등의 영역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만, 통상의 2차원 영상에서의 평면 분할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2차원 영상에서의 평면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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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는 스트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한 쌍의 영상

으로부터 기하학적 관계인 호모그래피 관계를 기반

으로 하여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RANSAC을 

이용하여 호모그래피를 계산하고, 계산된 호모그래

피로부터 특징점을 분류하여 Normalized Cut[8]을 

이용하여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9], 대응점을 삼각화

하여 각 삼각형에 대한 법선을 계산하여 분류하는 

방법[10]등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스트레오 카메라

를 이용한 방법은 두 카메라의 위치적 관계와 카메라 

내부/외부 인자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깊이 카메라를 

통해 거리로 이루어진 깊이 정보를 측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영상에서의 평면 영역을 구하는 방법이 연

구되었다. 색상 영상을 통해 먼저 영역을 분할한 후,

분할된 영역에서의 깊이 정보를 3차원 점군으로 변

환하여 분할된 영역을 보정하는 방법[11]과 3차원 데

카르트 좌표계로 표현되는 스켈레톤 좌표에 대해 3

차원 랜덤 허프 변환를 적용하여 제일 많이 선택된 

영역을 영역의 대표적인 평면으로 검출하는 방법

[12] 등이 쓰인다. 이러한 깊이 정보를 통한 평면 검

출은 SLAM[13,14]뿐만 아니라 평면을 기반으로 하

는 깊이 영상 부호화[15,16]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국소 평면을 

검출하고, 국소 평면들의 법선 벡터를 이용하여 평면 

영역들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영상 내 화소들

의 좌표는 깊이 정보를 통해 3차원 카메라 좌표로 

변환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영상 내 작은 크기의 

영역 내 화소들로 이루어진 평면을 영역의 중심에 

있는 화소의 국소 평면으로 정의한 후, 각 화소가 가

지는 국소 평면의 법선 벡터를 계산한다. 그 후 인접

한 화소끼리의 국소 평면의 유사도를 벡터 방향의 

유사도와 원점으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의 유사성

을 통해 계산하고, 국소 평면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각 평면을 검출한다.

2. 깊이 정보를 이용한 깊이 화소 단위의 3차원 

특성 검출

본 논문에서는 깊이 화소 단위의 3차원 특성을 화

소단위의 국소 평면이 가지는 법선 벡터의 방향과,

국소 평면과 카메라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구한다. 3

차원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깊이 정보를 이용하

여 영상 좌표와 3차원 공간 좌표간 변환을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카메라는 3차원 공간상에 놓여있

는 물체의 한 점 좌표를 2차원 평면상의 한 점 좌표로 

투영시키는 좌표 변환장치로 볼 수 있다. 카메라와 

공간 물체의 좌표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핀 홀 카메라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상에 놓여있는 물체 위

의 어떤 점 좌표가 영상 면에 투영될 때 구멍을 통해 

영상 면에 맺힌다고 가정한다. 이 때 영상은 바늘 구

명 뒤에 투영되는데, 이를 바늘구멍과 물체 사이로 

옮기면 물체의 상은 뒤집혀 지지 않고 원래 상과 같

은 방향으로 보인다. 3차원 공간에서 카메라의 위치

를 원점으로 하고, 카메라 촬영 축을 Z축으로 하는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정의했을 때, 카메라 좌표

계의 한 점 는 Fig. 1과 같이 영상 면 위의 

한 점 로 투영된다. 핀 홀 카메라 모델에서는 

영상이 투영되는 가상의 면의 z축의 좌표를 초점거

리 f로 정의한다. 원래 3차원 공간의 점 과 

투영된 점  간의 관계는 Fig. 1에서 볼 수 있는 

x, y, f과 xc, yc, zc의 비례관계를 통해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

영상 좌표계의 점 (x, y)의 깊이 값 d는 해당 점으

로 투영되는 3차원 공간의 점의 Z축 좌표인 zc로 측

정된다. 따라서 식 (1)을 이용하여 영상 좌표계와 카

메라 좌표계의 좌표간의 관계를 식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

Fig. 1. Conception of pinhol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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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카메라 좌표계상의 한 점이 영상 좌표계의 

화소 ≡로 투영됐을 때, 카메라 좌표계상의 좌

표를 ≡      로 정의한다. 만약 

Pc(x, y)가 어느 평면의 한 점일 때, 영상 내 P와 근접

한 화소로 투영된 카메라 좌표계 상의 점도 해당 평

면에 속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P와 인접한 화소들

이 이루는 화소들이 이루는 평면을 P의 국소평면으

로 정의한다. Fig. 2는 P의 국소평면을 이루는 화소

들과 이들 화소로 투영되는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점

들이 한 평면을 이루는 모습을 보인다.

국소 평면의 법선 벡터는 국소평면에 포함된 점들

로 구성되는 벡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한 평

면의 법선 벡터는 국소 평면의 모든 점과 수직을 이

루는 벡터로 정의되어진다.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벡터곱으로 구해지는 벡터의 방향은 두 벡터와 서로 

수직하는 성질이 있다. 두 벡터를 통해 하나의 평면

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벡터의 벡터곱으로 계

산되는 벡터의 방향은 해당 평면의 법선 벡터의 방향

과 동일하다. P가 속한 국소 평면의 법선 벡터 

n(x, y)를 구하기 위해서 P와 인접한 화소들을 지나

가는 두 벡터를 구하여 벡터 곱을 계산한다. P의 수

직 방향으로 인접한 화소들의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점 Pc(x-k, y), Pc(x+k, y)를 지나는 벡터와, 수평 방향

으로 인접한 화소들의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점 P c(x,

y-k), P c(x, y-k)를 지나는 벡터인 vv(x, y), vh(x, y)

는 P의 국소 평면상의 두 벡터이므로, 식 (3)과 같이 

계산되는 두 벡터의 벡터곱을 통해 P가 속한 국소 

평면의 법선 벡터 n(x, y)을 계산할 수 있다.

n  v ×vv   v   
(3)

P의 국소 평면과 카메라간의 거리는 국소 평면의 

법선 벡터와 P의 3차원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P의 카메라 좌표상의 한 

점 P c(x, y)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n(x, y)≡(an, bn,

cn)를 가지는 평면의 식은 식 (4)와 같다.

       (4)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카메라의 위치인 원점과 평

면 사이의 거리는 평면과 수직한 방향을 가지는 직선

의 원점으로부터 평면과의 교점까지의 거리로 정의

된다. 이 때 이 직선을 벡터로 본다면, 해당 벡터는 

법선 벡터와 방향이 같으므로 해당 벡터 위의 한 점

은 (tan, tbn, tcn)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은 식 (4)로 표현

되는 평면위의 한 점이므로, t는 식 (5)를 만족하여야 

한다.

           (5)

식 (5)를 t에 대해 정리하면 식 (6)이 된다.

 
 

 


      
(6)

국소 평면의 원점으로부터 점 P가 가지는 국소평

면까지의 거리 lP는 원점으로부터 (tan, tbn, tcn)까지

의 거리이므로 식 (7)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7)

3. 깊이 정보를 이용한 국소 평면의 특징 검출을 

통한 평면 영역 검출 방법

영상 내 각 화소의 국소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한 

후, 인접한 화소가 유사한 법선벡터를 가질 경우, 이

(a) (b)

Fig. 2. Pixels constituting the local plane. (a) in picture 

and (b) in 3-D space.

Fig. 3. Normal vector of loc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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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룹화하여 평면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먼저 각 화소에 대해 3차원 공간의 카메라 좌표계

의 좌표로 변환한다. 그 후 각 화소별로 국소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구함으로써 화소단위로 3차원 특

성을 검출한다. 그리고 인접한 화소에서 국소 평면의 

유사도가 높을 경우, 해당 화소들을 그룹화함으로써 

각 평면 영역들을 검출한다. 이러한 과정의 흐름도는 

Fig. 4와 같다.

각 화소에서 해당 화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 

영역 N×N(N=3, 5, 7, ...)내의 화소가 이루는 평면을 

해당 평면의 국부 평면으로 정의한다. 그 후 국부 영

역 내 각 좌표를 식 (1)을 통해 카메라 좌표계의 좌표

로 변환한 후, 식 (3)을 통해 국부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함으로써 3차원 특성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깊

이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깊이 값은 잡음이 많기 때

문에 두 벡터만을 통해 구해진 3차원 특성들은 오차

가 크다. 이러한 오차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역 

내 최대한 많은 화소들을 이용하여 3차원 특성을 구

한다. 이를 위해 Fig. 5과 같이 N×N 영역 내의 모든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벡터 vvi, vhi (1iN)를 

식 (8)과 같이 구한다.

v   v     
  ⌈⌉ 

(8)

그 후 식 (9)와 같이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벡터

들을 아래 식과 같이 각각 더한다. 식 (9)에서 계산된 

v와 v의 방향은 영역 내 vvi, vhi벡터들의 방향에 

대한 평균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깊이 영상의 잡

음으로 인한 각 벡터 방향의 오차를 완화할 수 있다.

v 
  

 v
v 

  

 v 
(9)

그 후 v v를 식 (3)에 대입한 식 (10)을 적용하여 

(x, y)의 국소 평면의 법선 벡터 n를 구한다.

n  vv×vh (10)

식 (10)을 통해 구해진 (x, y)에 위치한 화소의 국

소평면의 법선 벡터를 통해 법선 벡터의 방향, 국소 

평면과 카메라간의 거리로 이루어진 해당 화소에서

의 3차원 특성을 구할 수 있다. 그 후 인접한 화소에

서의 3차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두 화소의 특성 유

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두 화소의 특성 유사도

Fig. 4. Flowchart of proposed plane detection methods 

using depth picture.

(a) (b) (c)

(d) (e)

Fig. 5. Depth pictures for simulations. (a) desk, (b) kitchen, (c) meeting room, (d) table, and (e) roun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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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고 판단되면 두 화소를 그룹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든 화소에 대해 수행함으로써 깊이 영상내

의 각 평면의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두 인접한 화소 P 1≡(x1, y1), P 2≡(x2, y2)의 3차원 

특성의 유사도는 법선 벡터 방향의 유사도와 카메라

로부터 각 국소 평면간의 거리 유사도를 통해 구한

다. 법선 벡터 방향의 유사도는 식 (11)을 통해 구해

진 두 법선 벡터 n≡  과 n≡ 의 사이

각 의 코사인 값으로 정의한다. 또한 거리 유사도는 

식 (12)를 통해 계산되는 두 국소평면의 각각의 원점

과의 거리의 차이로 정의한다.

cos   n ·n  ∥n ∥∥n ∥
         

(11)

  

      
  

     
   

(12)

식 (11)-(12)를 통해 얻어진 두 화소간의 3차원 특

성의 유사도가 식 (13)을 만족한다면 유사도가 충분

히 높다고 판단하여 두 화소를 그룹화한다. 식 (13)에

서 와 은 국소 평면의 두 특징에 대한 문턱값 

이다.

cos 
 

(13)

4.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평면 영역 검출 방법을 모의

실험하기 위해 Fig. 5와 같은 실험 영상[17]을 사용하

였다. 이 때 영상을 촬영한 깊이 카메라는 Kinect이

다. Kinect로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는 640×480이고,

Kinect의 초점 거리 f는 585.6이다. 또한 국소 평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N은 7을 적용하였다.

식 (11)에서의 와 에 각각 0.99와 10을 적용하

였을 때, 같은 평면으로 판정된 지점에 대해서 같은 

색으로 칠하도록 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제안된 

방법은 평면 영역을 거의 정확하게 검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에서 보이는 흑색 영역은 평면

이 아닌 영역이거나 깊이 영상의 잡음의 영향으로 

인해 검출이 되지 않은 영역이다. 기존 점군 영상을 

이용하여 응집적 계층적 군집화를 통해 평면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7]을 적용한 결과인 Fig. 7과 비교하

면, 제안된 방법이 좀 더 많은 평면을 검출하고, 그 

정확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itchen

영상에서 기존 방법[7]은 작은 차이를 가지는 평면에 

대해 구별을 잘 하지 못하지만, 제안된 방법은 이러

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면 검출의 정확도를 같은 평면에 

속한 각 화소에 대해 평면식을 구한 후, 이 식을 통한 

각 화소 위치에서의 예측된 깊이값과 실제의 깊이값

(a) (b) (c)

(d) (e)

Fig. 6. Plane detection results of proposed method. (a) desk, (b) kitchen, (c) meeting room, (d) table, and (e) roun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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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차를 통해 측정하였다[18]. 같은 평면으로 판정

된 화소들의 각각의 국소 평면의 법선 벡터들의 평균 

벡터의 단위 벡터를  u≡   , 국소 평면의 원점

으로부터의 거리들의 평균을 라고 했을 때 해당 평

면 구역의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표현 식은 식 (14)와 

같이 표현된다.





  (14)

식 (14)에 해당 평면 구역을 이루고 있는 화소를 

대입하면 식 (15)와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15)에서 n은 해당 평면 구역내의 화소의 수이고,

xci, yci, zci (1in)는 각각 평면 구역 내의 화소의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좌표이다.

AR  B

A










  
  


  

B













 

R















 

(15)

식 (15)에서 zci는 즉 해당 화소의 영상 좌표계에서

의 깊이 값과 동일하다. 각 화소의 깊이 오차로 이루

어진 행렬 E는 AR-B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E≡[e1 e2 ... en]
T이면, 제곱 오차 평균(MSE: Mean

Square Error)은 다음과 같다.




  






(16)

실험 영상에서 제안된 평면 검출 방법을 통해 구

해진 평면 영역에서 평면 영역에 속한 화소의 개수가 

300개 이상인 평면 영역에 대해 식 (16)을 적용하여 

평면 검출 정확도를 측정한다. 이 때 식 (11)의 를 

달리해서 깊이 오차의 제곱 평균을 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또한 를 달리하여 깊이 오차의 제

곱 평균을 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결과에서 

가 클수록, 이 작을수록, 같은 평면으로 인식된 영

역의 평면 검출 정확도는 높다는 것을 보이지만 같은 

(a) (b) (c)

(d) (e)

Fig. 7. Plane detection results of conventional method by using 3D point clouds. (a) desk, (b) kitchen, (c) meeting 

room, (d) table, and (e) round table.

Table 1. MSE of depth information according to  (=20)

Source picture


0.85 0.9 0.95 0.98 0.99

desk

kitchen

meeting room

table

round table

4.971

4.713

4.833

6.132

5.101

2.913

3.513

3.871

4.132

4.209

2.531

2.917

2.970

3.975

3.812

1.495

1.793

1.894

3.516

3.180

1.013

1.103

1.415

2.9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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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인 영역이 다른 평면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평면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색상 영상에서 평

면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검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깊이 정

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평면 영역을 비교적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었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평면 검출방

법보다 계산이 간단하고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SLAM분야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영상이 구조적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의 부호화에도 쓰일 

수 있다. 또한 형태 기반 객체 검출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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