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292 -

동적 투사면의 프로젝션 맵핑을 위한

영상 처리 연구

이선희*, 김용태**, 강민구***, 이정은****

*경북대학교 디지털미디어아트학과

**경북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및 컴퓨터공학과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e-mail : heeyaalee@hanmail.net

A Study on Image Processing

For Projection Mapping Of Dynamic Projection Surface

Sun-Hee Lee*, Yong-Tae Kim**, Min-Koo Kang***, Jung-Eun Lee****

*
Dept of Digital Media Ar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
Dept of Ar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촬영을 통해 얻어진 투사면을 이용하여 투사면과 프로젝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미

지 내에서 투사면이 가질 수 있는 영상의 원근 왜곡을 보정하는 프로젝션 맵핑에 대한 영상처리 기술

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프로젝터의 초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변화된 투사면에

적합하게 프로젝션 맵핑이 이뤄짐에 따라 프로젝션 맵핑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1. 서론

현재 프로젝션 맵핑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매우 동적이고

시각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므로, 투사면의 위치가 소폭

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원근왜곡 및 거리에 따른 설정

값들을 설정하여 투사면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영상처리 기술과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젝션 맵핑을 위한 영상처리 기

술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적 투사면의 프로젝

션 맵핑을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프로젝션 맵핑을 위한 영상처리 기술 연구

2.1 이미지 노이즈(Noise) 제거

잡음(Noise)은 카메라를 통해 외부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 전반에서 조도의 변화나 지원하는 해상도와 같은 원

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미지에서 배경으로부터 원하는 객

체를 분리하기위한 이진화(Binarization)를 적용하였을 경

우 객체 내부나 경계와 인접한 외부 영역에서 끊어진 부

분이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위해 노이즈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

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형태학적(Morphology)처리를

이용하여 영상의 기본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 형태의 변

화를 주는 영상처리 기법이 사용된다.

(1) 팽창(Dilation)과 침식(Erosion)

팽창(Dilation)은 객체의 크기를 확장하는 대신 배경을

축소시킨다. 따라서, 팽창 연산은 객체 내부에 발생하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거나 짧게 끊어진 영역을 연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침식(Erosion)은 객체의 크기를 축소

하는 대신 배경을 확장한다. 따라서, 침식 연산은 잡음성

분을 제거하거나 서로 닿는 객체들을 분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팽창 연산을 통해서는 각각의 밝은 영역들의 크

기가 확장되었으며, 반대로 침식 연산을 통해서는 각각의

영역의 크기가 줄어든다.

(2) 열림(Opening)과 닫힘(Closing)

열림(Opening)은 일반적으로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제거

하고 좁은 연결들을 끊기 때문에 영상의 외곽선을 부드럽

게 처리한다. 닫힘(Closing)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나

작은 구멍을 채우기 때문에 영상의 외곽선 부분을 부드럽

게 처리한다. 따라서, 열림과 닫힘 연산을 사용하면 각각

입력 영상에 존재하는 작은 밝은 영역과 작은 어두운 영

역을 제거할 수 있다.

2.2 외곽선 검출

외곽선은 물체의 가장자리 선을 말하며, 입력 영상에서

에지 정보를 추출한 후 에지들로 이루어진 외곽선을 구하

고 외곽선에 의해 닫혀 진 영역을 균일 영역으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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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방식은 추출된 선분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이미지

에서 객체를 분할하기 때문에 처리속도를 감소시킨다.

(1) 캐니 에지 검출(Canny Edge Detection)

캐니(Canny) 마스크를 이용한 윤곽선 검출은 다른 마스

크 연산자를 이용한 응용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윤곽

선 검출 마스크는 잡음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

지고 있어서 작은 잡음도 윤곽선으로 검출할 경우가 많다.

영상의 잡음에 민감하지 않은 윤곽선 검출 방법이 캐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인데, 먼저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하

여 잡음을 제거한 후 소벨(Sobel) 마스크와 같은 기존의

윤곽선 검출 마스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번의

과정 중 첫 번째 과정에서 잡음 제거 효과가 일어나고 잡

음이 제거된 영상에서 윤곽선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여러

외곽선 검출 마스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외곽

선들만 검출하기에 적절하다.

(a) 원본 영상 (b) Sobel Edge (c) Canny Edge

그림 1. Edge 검출 결과

2.3 사각형 검출

기하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사각형을 검출하기 위해서

는 먼저 외곽선을 구한뒤 선분으로 근사화하고, 선분들로

부터 기하학적인 특징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외곽선은

물체의 가장자리에 있는 한 픽셀로부터 시작하여 외곽 픽

셀을 따라가다가 시작점에서 추적을 멈춘다. 시작점은 영

상의 맨 윗줄 좌측 픽셀부터 시작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스캔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and  or  
다음은 선분을 근사화하기 위함으로써,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선분으로 근사한 후 사각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한다. 기하학적 특

징으로는 윤곽선 내부의 면적, 각 선분 사이의 각도, 볼록

객체 여부, 윤곽선을 구성하는 선분의 수, 선분의 길이를

이용한다. 또한, 외곽선의 가장 먼 두 점으로 표현되는 직

선과 임의의 픽셀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임계값 이상이면 꼭지점으로 인정함에 따라 꼭지점이 4개

로 검출될 경우 사각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4 이미지 워핑(Warping)

워핑(Warping)은 픽셀의 위치를 이동하는 기하학적인 처

리 기법이다. 특정 규칙에 따른 픽셀별로 이동 정도를 달

리하여 영상을 임의대로 구부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가능

하다. 주로 렌즈의 변형 및 신호 왜곡 등의 이유로 이미지

가 일그러지는 경우에 보정을 위해서 사용한다.

(1) 어파인 변환(Affine Transform)

세 개의 점에 의해서 기하학적으로 성립이 되고 스케일

변화, 회전, 이동의 결합에 의해서 직사각형을 평행사변형

으로 변환한다. 특징은 원점이 변형된 후 반드시 원점으로

남아 있지 않고 직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평행한 직

선은 변형 후에도 평행을 유지하고 거리의 비율을 유지한

다. (x, y, w)는 원본 픽셀이고 (x’, y’, w)는 변형된 픽셀

을 나타낸다.

(a) 원본 영상 (b) 변형 후 영상

그림 2. Affine 변환

(2) 원근 변환(Perspective Transform)

하나의 2차원 객체를 서로 다른 두 개의 평면으로 투영

하여 생긴 두 영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변환을 원근

변환(Perspective Transform)이라고 하며, 3x3 행렬을 이

용한다. 어파인 변환(Affine Transform)은 원근변환의 부

분집합이 된다. 원근변환은 직사각형을 사다리꼴 형태로

바꿀 수 있다.

(a) 원본 영상 (b) 변형 후 영상

그림 3. Perspective 변환

3. 제안 알고리즘

최근 프로젝션 맵핑 환경은 과거에 비해 동적이고 시각

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에 따라 맵핑 환경의 상황에 따

라 투사면의 위치가 소폭 변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프로젝터는 소폭으로 변화하는 투사면에 대해서도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영상처리 기법을 통해 투사면의 위

치가 소폭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자동으로 원근왜곡

및 거리에 따른 설정 값들을 변경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 방법은 촬영을 통해 이미지 내에서 투사면이 가

질 수 있는 원근 왜곡에 대한 영상을 보정한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해 프로젝터의 초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

고, 자동적으로 프로젝터 초기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아래의 그림에서 표현된 순서

대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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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 방법의 다이어그램

맵핑 소프트웨어는 촬영된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이미지 노이즈제거 모듈, 노이즈가 제거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내의 외곽선을 추출하는 외곽선 검출 모듈,

추출된 외곽선들로부터 실제 투사면인 사각형을 검출해내

는 사각형 검출 모듈로 구성되어진다. 이러한 모듈을 거친

결과에 따라 투사면을 촬영하여 얻어진 이미지로부터 실

제 프로젝터의 설정값과 원근 왜곡이 발생한 이미지내의

투사면에 적합한 영상의 맵핑이 가능하다.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이진화와 모폴로지

(Morphology) 연산을 수행한다. 실제 투사면 검출 시 오

차를 줄이기 위해 수행한다.

3.1 이미지 노이즈 제거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이진화와 모폴로지 연

산을 수행한다. 실제 투사면 검출 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행한다.

(1) 이진화(Binarization)

카메라로 촬영된 실제 투사면 이미지에서 발생한 노이즈

및 객체 검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 전처리 과정

을 수행한다. 사각형 형태를 얻기 위하여 외곽선을 검출하

며, 정교한 외곽선 검출을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이진화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이진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RGB 컬러영상을 흑백영상(Gray-Level)으로 변환한 뒤 임

계값(Threshold)을 기준으로 계층화 작업을 수행한다.

(a) 원본 영상 (b) 이진화 영상

그림 5. 이진화(Binarization) 결과

(2) 모폴로지(Morphology)

영상을 형태학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연산 기법으로 다양

한 영상처리 시스템에서 전처리(pre-processing) 또는 후

처리(post-processing)의 형태로 널리 사용된다. 이미지에

‘침식 연산’, ‘팽창 연산’, ‘열림 연산’, ‘닫힘 연산’을 통하여

잡음제거, 윤곽선을 명확히 검출하여 객체를 추출 하는 연

산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할 침식 연산은 필터의 크

기 및 사용 횟수에 따라 작은 덩어리의 객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림 6. 침식 연산 전후 결과

3.2 외곽선 검출

(1) 캐니 에지 검출(Canny Edge Detection)

에지(Edge)란 화소의 차이가 심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

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캐니 에지 검출은 이미지에

서 에지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이다.

(a) 원본 영상 (b) 에지 검출 영상

그림 7. 캐니 에지(Canny Edge) 검출 적용 영상

(2) 팽창(Dilation)

팽창 연산은 침식 연산과 반대의 역할을 하며, 배경을 축

소시키고 객체의 크기를 확장한다. 또한 객체 안의 빈 공

간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국지적 최대값을 선택하는 효과

를 주며, 원 영상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채우는 역할

등을 한다. 결과적으로 주로 연결된 구성요소를 찾고자 할

때 사용한다.

(a) 원본 영상 (b) 팽창 연산 후 영상

그림 8. 팽창(Dilation) 연산 적용 영상

이진화 작업에서 개선하지 못한 노이즈를 캐니 에지 검

출에서 해결하고, 캐니 에지 검출로부터 검출한 외곽선을

팽창 연산을 통하여 에지를 뚜렷하게 검출하여 사각형을

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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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각형 검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각형 검출 방법은 외곽선 검출

을 통해서 얻어진 선들을 팽창 연산을 통해서 더 자연스

러운 외곽선을 추출해낸다. 이로부터 얻어진 이미지를 통

해 사각형을 검출하는데 먼저, 윤곽선 검출의 시작점으로

부터 물체의 가장자리 픽셀을 한 방향으로 따라가다가 원

래 자리에 돌아오면 탐색이 종료된다. 두번째로, 윤곽선

검출에 의해 구한 물체의 가장자리 점들을 선분으로 근사

화 한다. 세번째로, 선분으로 근사화한 다음에는 사각형인

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고,

검출한 사각형의 포인트를 저장한다.

(a) 거리 : 1m (b) 거리 : 3m

그림 9. 사각형 검출 결과

3.4 이미지 워핑(Warping)

프로젝션 맵핑 환경에 따라서 투사면은 원근왜곡과 같은

형태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

근왜곡이 일어난 투사면을 고려한 프로젝터의 영상 출력

방법으로서 이미지 워핑 기술을 적용한다. 이는 왜곡된 이

미지의 외곽선에 맞게 프로젝터의 영상을 왜곡시켜서 투

사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술이다.

(a) 검출 영상 (b) 원본 영상 (c) Warping 영상

그림 10. 이미지 워핑(Warping) 결과

고의적으로 왜곡시킨 사각형을 검출하고 검출된 사각형

영역에 샘플 이미지로 이미지 워핑을 적용하면 샘플 이미

지의 외곽선이 검출된 사각형에 맞게 맵핑된다. 이는 원근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젝션 맵핑 환경에서 원본 영

상이 왜곡된 투사면에 맞게 출력될 수 있게 한다.

3.5 거리 측정

프로젝터와 투사면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투사

면의 크기와 이미지 내의 투사면의 크기 대한 비례식을

통해서 프로젝터와 투사면의 거리를 산출하였다. 실제 투

사면의 크기와 이미지내의 투사면의 크기에 대한 비례식

을 작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카메라가 가지는 초점

거리와 실제 이미지의 투사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촬

상소자의 크기가 있다. 초점거리는 실제 카메라와 투사면

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의 비례식 부분에 적용된다.

그림 11. 거리 측정 원리

-  : 투사 면의 크기(투사면의 한 변)

-  : 투사면과 카메라와의 거리

-  : 카메라 이미지내의 투사면 크기

-  : 렌즈 거리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설치환경의 오

차가 발생할 수 있는 투사면 환경에서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왜곡된 투사면에 맞게 프로젝션 맵핑이 가능하

게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프로젝션 맵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처리 기술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동적인 투사 영역에 따른

콘텐츠의 자유로운 변형을 통해 보다 정밀한 프로젝션 맵

핑이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체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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