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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3차원 공간의 원형 물체에 대한 자세 및 위치 추정 문제를 다룬다. 원형 특징은 실세계의 다양한 물체들로부터

관찰될 수 있으며, 비전 기반의 물체 식별 및 위치 인식을 위한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상의 원형 특

징은 카메라에 의해 투영될 때 원근 변화에 따라 투영된 곡선 정보로부터 원형 특징에 대한 완전한 3차원 자세 및 위치 파라

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면 점(共面鮎)을 활용한 원형 특징의 3차원 자세/위치 추정 방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은 우선 원형 특징과 공면 점에 대한 기하학적 변환 관계를 사영 공간 및 3차원 공간에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3

차원 자세 및 위치 파라미터의 추정 절차를 기술한다. 제안된 방법은 수치 예제를 통해 검증되고, 정확도 및 민감도 분석을 위

한 실험을 통해 평가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 3D-pose (orientation and position) estimation problem of a circular object in 3D-space. Circular

features can be found with many objects in real world, and provide crucial cues in vision-based object recognition and

location. In general, as a circular feature in 3D space is perspectively projected when imaged by a camera, it is difficult to

recover fully three-dimensional orientation and position parameters from the projected curve information. This paper

therefore proposes a 3D pose estimation method of a circular feature using a coplanar point. We first interpret a circular

feature with a coplanar point in both the projective space and 3D space. A procedure for estimating 3D orientation/position

parameters is then described.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y a numerical example, and evaluated by a series of

experiments for analyzing accuracy and sensitivity.

Keywords : Circular features, a coplanar point, 3D orientation and position, perspective distortion.

Ⅰ. 서  론

서비스 로봇 응용 분야에서, 물체 인식 기능은 로봇

이 지능적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의 하

나이며, 물체 인식을 통한 로봇의 지능적 주행
[1～2]

, 물

체조작[3～4]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비전 기반의 물체 인식 방법은 대상 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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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특징들(Features)을 사전에 모델화 한 후, 입

력되는 영상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찾아 모델과 각각 비

교하여 그 정합 오차(Matching error)가 최소가 되는

물체를 대상 물체로 간주한다. 물체 인식 방법은 특징

들 주변의 텍스처(Textures) 정보를 이용하는 강도 모

델(Intensity model) 기반의 방법과 특징들의 기하 정보

를 이용하는 기하 모델(Geometric model) 기반의 방법

으로 크게 분류된다
[5]

.

강도 모델 기반의 대표적인 방법은 SIFT[6]/ SURF[7]

등과 같은 불변 특징 및 서술자(Invariant features and

descriptors)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노이즈

로 인한 영상 클러터(Image clutter), 카메라 시점 변화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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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changes), 물체의 부분 가림(Partial object

occlusion)과 같은 환경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인식 성능

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9]

. 하지만, 불변 특징

기반의 인식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패턴을 보이는 물체

(예: 엘리베이터 버튼)의 인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능

이 저하되며, 영상 내에 원근 왜곡(Perspective

distortion)이 심한 경우에는 안정된 인식 성능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이것은 불변 특징이 특징들

간의 구별 정도(Distinctiveness)가 높도록 불변 특징을

서술하는 서술자가 원근 변환이 아닌 아핀 변환(Affine

transformation)에 적합하도록 정의되었기 때문이다[8～

9]
.

기하 모델 기반의 물체 인식 방법에서 점과 직선은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특징들이다. 이러한 특징들의

집합이 3D 공간에서 2D 평면으로 투영(Projection)될

때 변하지 않는 속성들이 있는데, 기하 모델 기반의 물

체 인식 방법은 이러한 속성들을 기반으로 각 특징들에

대한 기하학적 정보를 이용한다. 기하 모델 기반의 방

법은 특징들에 대한 기하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특징들이 정확하게 추출될 수 있다면 원근 변

환과는 무관하게 대상 물체의 인식 및 3차원 정보의 획

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입력 영상 내에서

대상 물체가 노이즈나 부분 가림으로 인해 결정적인 특

징들이 소실되는 경우, 인식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을 포함하는 타원은 점이나 직선

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이즈, 부분 가림 등에 대하여 강

인한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10～11]

. 그러나 2D 영

상 평면에 투영된 타원 특징을 이용하여 본래의 타원

특징에 대한 3D 정보를 해석적으로 얻는 것은 어렵다
[1

0～11]
. 타원 특징과 비교할 때, 원형 특징은 장·단축의 길

이가 동일한 대칭 조건(Symmetry condition)으로 인해

3D 해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영상에 투영된 타원

특징만으로 본래의 원형 특징에 대한 완전한 3D 자세

정보(Full 3D pose information)를 해석적으로 구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은 공면 점(共面鮎, A coplanar point) 정보를

이용한 원형 특징의 3D 자세/위치 추정 방법을 제안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원형 특징과 동일 평면

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면 점 정보를 이용하여 투영

공간에서 이들의 변환 관계를 해석한다. 또한 이를 토

대로 원형 특징의 3차원 자세 및 위치 파라미터의 계산

법, 이중성 문제(Duality problem)에 대한 해법을 단계

적으로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이차

곡선(Conics)의 3차원 정보를 구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형화한

다. 제 Ⅲ장에서는 3차원 공간 및 투영 공간에서 원형

특징에 대한 기하학적 해석을 수행한 후 3차원 위치 및

자세 계산을 위한 절차를 설명한다. 제 Ⅳ장에서는 제

안된 방법에 대하여 수치 예제 및 실험을 통해 유효성

을 평가하고, 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및 문제 제기 

3차원 공간 내에 존재하는 원형 특징이 카메라를 통

해 2차원 영상에 투영되면 통상적으로 타원형으로 모양

이 변형된다. 본 논문은 카메라 영상을 통해 추출된 타

원 정보로부터 원래의 원형 특징의 3D 자세/위치를 결

정하는(혹은 카메라의 자세/위치를 구하는) 문제를 다

룬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3D 공간의 원형 물체 인식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었다
[10～16]

. 대

표적인 연구로서, Safaee-Rad 등
[10]

은 3차원 공간상의

원형 특징과 영상 평면의 투영 곡선에 대한 기하학적

해석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Kanatani 등
[11]

은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계산 기하학(Computational

projective geometry)의 관점에서의 해법을 구했다. 두

문헌은 원형 특징의 자세 파라미터에 대한 닫힌 해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지 물체 평면의 법선 벡터에 관

한 해법이었으며 여기에는 2개의 대칭적 해가 존재하는

이중성 문제(Duality problem)가 존재한다.

이중성 문제는 실제 응용에 있어 강력한 가정 하에

해소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중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해법이 요구된다. He 등
[17]

은 이중성 문제

를 풀기 위하여, 동일 평면상의 점과 직선을 추가적으

로 도입하여 모션 모델을 구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물체의 카메라 투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중성 문제

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모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Chen 등[18]은

기존의 방법이 카메라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기인되는

특이 해를 배제하기 위한 일반화 방법, 순수 기하학적

관점에서의 해법 제시를 목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

나, 이중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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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최근의 연구들은 원형 특징의 3차원 자

세 추정 문제를 더욱 확장 응용하여 카메라 보정

(Camera calibration), 영상 편위 수정(Image

rectification) 등을 포함하며, 주로 단일의 원형 특징만

이용하기 보다는 원형 특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

가적인 특징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Kim 등
[19]

은 두

개의 동심원(Concentric circles)을 이용하여 물체 평면

의 자세를 결정하고 이를 카메라 보정(Camera

calibration)에 응용하였다. 영상 편위 수정 기법에서는

주로 소실선(Vanishing line)을 통해 호모그래피

(Homography)를 결정했던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소실

선의 보조·대체 용도로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타)원

형 특징들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호모그래피 결

정을 위해, 하나의 원형 특징과 소실선(Vanishing line)

을 이용하는 방법
[20]

, 두 개의 (타)원형 특징을 이용한

방법
[21～23]

, 두 개 이상의 (타)원형 특징을 이용한 방법
[24]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문헌 조사를 토대로 볼 때, 원형 특징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위치 및 자세 파라미터에 관한 직접적인 해법에

관심을 가진 반면, 이후의 연구는 다수의 (타)원형 특징

으로부터 호모그래피 추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원형 특징이 로봇 비전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3차원 자세 및 위치 정확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

어진 원형 특징의 자세에 대한 해법은 물체 평면의 법

선 벡터 방향만을 결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중성 문

제를 해소하면서 완전한 3차원 자세를 구하기 위한 효

과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공면 점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실생활의 원형 특징을

포함하는 물체에서 소위 특징 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면 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흔하게 관찰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그림 1에서와 같

이 원형 특징의 반지름 과 동일 평면상의 한 점 가

그림 1. 물체 좌표계 및 카메라 좌표계의 결정

Fig. 1. Determination of object and camera coordinate

systems.

주어지고 영상에서 관측된 타원 행렬 와 점  가 주

어질 때, 물체 평면의 3차원 자세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물체 좌표계(Object frame) 를 카

메라 좌표계(Camera frame) 로 변환하기 위한

식 (1)의 동차변환 행렬(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1)

여기서 는 물체 좌표계의 자세(방향)를 결정하는 회

전 성분을 나타내며,  는 각각 병진 성분을 나타

낸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i) 물체 평

면에 위치한 점 는 원형 특징의 중심점이 아니며, ii)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와 는 항상 추출 가능하다

는 것을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좌표 표기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

여, 2차원 및 3차원 공간 좌표를 대·소문자로 구분하여

각각 ∈ 와 ∈ 로 표기한다. 또한 위 첨자

를 이용하여 사영 공간(Projective space)에서 3-벡터

동차 좌표(3-Vector homogeneous coordinates)는 

로, 4-벡터 동차 좌표는  로 표기한다. 2D 사영 공

간에서 선 및 평면은 3-벡터로 표현 가능하며, 본 논문

에서는 정규화 연산자 ·을 도입하여   의

연산을 통해 얻은 3-벡터에 대하여 와 같이 표기한

다. 보편적으로 벡터 는 ±의 두 방향 모두 표현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부호를 생략하기로

한다.

Ⅲ. 원형 특징의 3차원 자세 및 위치 추정

본 논문은 식 (1)의 동차변환 행렬을 구하기 위한 전

략으로 원형 특징의 3차원 자세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이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또한 3차원

공간상의 원형 특징과 카메라 영상에 투영된 타원에 대

한 기하학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타원뿔(Elliptic cone)의 동차 방정식(Homogeneous

equation)을 이용하여 문제에 접근한다.

1. 타원뿔의 동차 방정식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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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뿔은 어떤 평면 위에 존재하는 타원형의 기저 곡

선(Base curve)을 따라 존재하는 무수한 점들과 하나의

꼭짓점(Vertex)을 통과하는 직선들의 집합으로 정의된

다. 만일 꼭짓점이 원점이고    평면 위에 놓여있는

식 (2)와 같은 타원 방정식이 타원뿔을 형성하기 위한

기저 곡선이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 정의되는 타원뿔의

동차 방정식은 식 (3)과 같다.

    (2)






 (3)

3차원 공간상의 임의의 점  에 대하여 식 (3)

으로 정의된 타원뿔을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4)

여기서 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5)

식 (4)에서   인 경우를 고려하여 전개하면 정확히

식 (2)와 같다. 즉, 3차원 공간의 타원뿔과    평면

위에서 정의되는 타원은 행렬 에 의해 동일하게 표현

된다(이후 행렬 를 타원 행렬로 명명함). 타원 행렬을

이용하면 영상에서 추출된 타원과 3차원 공간상에 존재

O cx
cy

cz

cQ

oW

:c cz fW =

  0, , ,
TT

c c c c
x y z  x Q x x

cp

oQ

op
2 2 2

o o
x y r  

그림 2. 원형 특징과 영상에 투영된 타원의 기하학 관

계

Fig. 2. Geometric relationship between a circular feature

on object plane and its projection onto image

plane.

하는 원형 특징을, 타원뿔을 매개로 하여 기하학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초점 거리가 인

카메라가 원점에 위치해 있으며, 영상 평면(즉,   )

 위에 타원 행렬 로 근사된 타원 특징이 놓여있

다고 가정하자. 3차원 공간상에 물체 평면 위에 

로 정의된 원형 특징이 놓여있다면    로 정의

되는 타원뿔과 , 의 절단면은 정확히  , 로

표현되는 타원이다.

2. 타원뿔의 주 평면 및 타원 행렬의 대각화

식 (3)의 타원뿔 방정식은  변수에 대한 2차 곡

면(Conicoid or quadratic surface) 방정식으로부터 타원

뿔의 꼭짓점이 원점인 경우(즉, 의 선형 항과 상

수항이 0이 됨)에 대하여 유도된다. 일반적으로 2차 곡

면식의 선형 항(Linear term)이 0이 되는 경우 3차원

공간상의 2차 곡면은 원점에 대칭인 형태가 된다. 이때,

원점을 통과하면서 2차 곡면이 대칭이 되는 3개의 독립

된 직교 평면이 존재하는데 이를 2차 곡면의 주 평면

(Principal planes)이라고 한다. 주 평면은 기하학적 방

법으로 구할 수 있으나, 선형대수 도구에서 제공하는

행렬의 고유 값 분해를 통해 더욱 간단하게 구할 수 있

다. 식 (5)의 타원 행렬 는 타원이 되기 위한 판별 조

건    과   을 모두 만족하는 대칭

행렬이므로, 가 비특이 행렬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

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타원 행렬 는 대각화가 가능

하며 고유 값 및 고유 벡터로 분해될 수 있다. 이때 3개

의 고유 벡터는 기하학적으로 서로 직교하며 3차원 공

oW
  0, , ,

TT

c c c c
x y z  x Q x x

oQ

op
2 2 2

o o
x y r  

O
ex

ey

ez

eQ

eW

ep

그림 3. 주 평면 결정을 통한 타원뿔의 정규화

Fig. 3. Standardization of elliptic cone by determining

three orthogonal principa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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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상에서 2차 곡면의 주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고유 벡터에 의해 타원 행렬 를 나타

낸다는 것은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식 (3)과 같은 타원

뿔의 일반형(General form)을 교차 항이 0인 정규형

(Standard form)이 되도록 회전 변환을 수행한다는 의

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고유 값은 회전 변환된 타

원뿔의 정규 방정식에서의 각 제곱 항에 대한 계수와

같다. 그림 3은 그림 2에서의 타원 행렬 를 대각화하

여 구한 대각 행렬 를 기하학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행렬 는 평면 위에서의 정규 타원을 나타

내며, 새로운 축 는 고유 벡터의 방향을 각각 나

타낸다.

3. 타원 특징의 3차원 자세 해석

영상에서 관측된 하나의 타원에 대해 식 (2)∼(5)를

이용하여 얻은 타원 행렬을 라 하자. 앞 절에서 기술

한 방법으로 타원 행렬 를 대각화하면 새로운 타원

행렬 는 식 (6)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6)

여기서 이고      이며, 

및 는 축에 대한 고유 값 및 고유 벡터를 나타낸다.

이때 각 고유 값은 ≥   의 관계가 되도록

정렬되어 있다. 또한, 고유 벡터 가 오른손 좌

표계를 가지는 좌표축이 되도록 타원의 단축 방향인

를  × 로 다시 설정한다. 식 (6)에서 가

대칭 행렬이므로 는 직교 행렬이며   의 관계

가 성립한다. 타원 행렬 를 식 (4)에 적용하면 결과

적으로 그림 3에서 식 (7)과 같은 타원뿔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7)

이때, 는 축에 수직이며 축은 에 투영된 타

원의 장축과 평행하고 축은 단축과 평행하다. 즉, 이

러한 과정은 영상의 어느 위치에서라도 관측될 수 있는

일반적인 타원을 영상의 중심에 정규 타원의 형태로 투

영시키기 위하여 가상으로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가   인 평면으로 정의된

다면, 는 가상의 카메라에 대한 영상 평면을 나타낸

다. 입력 영상에서 타원과 함께 관측된 공면 점  는

또한 회전 행렬 에 의해 변환될 수 있는데, 를 영

상 좌표 의 공간 좌표라 할 때 식 (8)과 같이 동차

벡터로 표현될 수 있다.


    (8)

가상의 카메라 회전을 통해, 입력 영상의 임의 위치

에서 관측된 타원 특징 및 공면 점은 이제 축에

서의 정규 타원 행렬 및 동차 벡터 
로 변환되었

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상의 카메라가 물체 평면과 수

직이 되도록 위치시켜 물체의 원형 특징이 카메라 영상

에 정확히 원의 형태로 투영되는 상황을 고려하자. 현

재 에 투영된 타원의 장축이 축과 평행이기 때문

에, 이러한 상황은 카메라를 축에 대하여  각도 회

전을 통해 재현 가능하며, 이러한 회전 변환을 통해 변

환된 타원 행렬을 라 하면 식 (9)와 같은 관계를 가

진다.


 












 cos sin
sin cos

























 cos sin
sin cos














cos sin cossin
 cos sin cos sin

(9)

이때 의 범위는      라고 가정한다. 회전

변환된 타원 행렬 이 장축과 단축이 같은 원을 나타

내기 위해서는 식 (9)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대각 요

소가 동일한 값이어야 하므로 식 (10)의 제한 조건을

구할 수 있다.

 cos   sin    (10)

식 (10)의 좌변에서 sin   cos  로 치환한 후

cos 와 sin 에 관해 정리하면 식 (11), (12)와 같다.

cos   ±      (11)

sin   ±      (12)

이때  ≥   이고   이므로 cos  sin 
의 해는 항상 실근이 된다. 의 범위가    

이기 때문에 가능한 해는 ±에 대한 해가 된다. 물체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는 회전 행렬 의 세 번째 열인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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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cos 과 같으므로 식 (11), (12)를 대입하여

법선 벡터 에 관해 정리하면 식 (13)과 같다.

  
  ±  

  
  (13)

여기서 구한 법선 벡터는 3차원 공간상에 놓여있는

물체 평면에 대하여 한 축의 방향만을 나타내기 때문

에, 나머지 두 개의 축을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전

한 물체 평면의 자세가 결정된다. 본 논문은 앞서 구한

법선 벡터 을 물체 평면의 축으로 하고, 물체 평면

의 원형 특징 중심에서 공면 점  로 향하는 벡터를

축으로 하는  좌표계를 설정한다.

 프레임에 대한 3차원 공간에서 타원뿔 에

대하여 동차 벡터(폴-직선) 
의 폴라-평면(Polar

plane)은 식 (14)와 같이 폴라리티(Polarity)로부터 정의

될 수 있다.

  
  (14)

여기서 는 폴라 평면의 법선 벡터를 나타낸다. 기하

학적 관점에서, 폴라 평면의 법선 벡터 는 3차원 공

간에서 물체 평면의 축(원형 특징 중심으로부터 공면

점 로 향하는 방향 벡터)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 벡터를 포함하는 무수히 많은 평면 중 물체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을 포함하는 평면에서 축의

방향 벡터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과  두 벡터

에 직교하는 방향이 물체 평면의 의 방향이 되는데

오른손 좌표계에 의해  축은    ×   로 결정

된다. 축은 두 축에 직교하도록    ×  ×  

으로 결정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좌표에 대한

 좌표의 자세는 식 (15)와 같이 구성된 회전 행

렬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  ×  ×     (15)

4. 원형 물체의 위치 산출

3차원 공간에 있는 원형 물체의 자세는 앞 절에서 구

한 두 회전 행렬 와 을 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반면, 원형 물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식 (16)의 동

차 변환 행렬의 병진(Translation) 성분을 결정하는 것

이다.

   
 

    
 (16)

이를 위하여 우선 식 (15)의 회전 행렬 에 의하여

변환된 타원 행렬 을 식 (17)을 통해 결정하자.

  
 (17)

회전 행렬 에 의해 새롭게 결정되는  좌표

계를 기준으로 타원 행렬 는 그림 4와 같은 타원뿔

을 나타낸다. 그림 4에서 원점에 카메라가 위치해 있다

고 한다면, 카메라는 이제 물체 평면을 수직으로 바라

보고 있으며 카메라의 영상 평면은 물체 평면과 평행하

다. 결과적으로 카메라 영상에는 (타원이 아닌) 원의 형

태로 원형 특징이 투영된다. 타원 행렬 에서 각 행과

열에 대한 요소들을  ∀  라 할 때, 타원

행렬 로 표현되는 3차원 공간상의 타원뿔과  

평면이 교차하는 타원 방정식은 식 (18)과 같다.


 

   
  (18)

여기서 타원 행렬 는   평면에서 원의 형태가

되므로   및    이 성립한다. 식 (18)을

다시 원의 정규 식으로 정리하면 식 (19)와 같다.


 



 
 



 




  

  (19)

를 원형 특징의 중심에 위치한 좌표계라 하

자. 그러면, 원형 물체의 3차원 위치 벡터

2 2 2
11 11 13 23 332 2 0q x q y q x q y q        dz   

d zz t 

dx

dy

dz

    
22 2,d x d y d zx t y t r z t     

( )
0T

d d d
T

d d d dwhere x y z

=

=

x Q x

x

그림 4. 원형 특징의 투영 관계를 이용한 병진 벡터 결

정

Fig. 4. Determination of translation vector using

projective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a circular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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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좌표계에 대한 의

병진 변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 (19)에서 를 로

치환하면,   평면에서 원형 특징의 중심 좌표에

대하여      
 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원형 특징의 반지름을 이라 할 때, 식 (19)의

우변을 으로 놓고 정리하면 식 (20)의 위치 벡터를

유도할 수 있다.

 

    

 (20)

여기서  ±     이다. 이때 원형

물체가 카메라 전방에 놓여있다고 가정하면, 양의 값을

가지는 를 취함으로써 위치 벡터 가 결정된다.

5. 동차변환 행렬의 구성 및 유일해의 결정

지금까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원형 특징이 카메라

영상에 타원 형태로 투영되었을 때, 영상에 투영된 타

원 특징과 공면 점 정보를 이용하여 원형 특징의 3차원

자세/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하학적 해석을 수행하였

다. 동차변환 행렬은 각 단계별 해석 과정에서 구한 회

전 행렬 및 병진 행렬을 조합하여 구성되는데, 각 단계

별로 구한 변환 행렬들을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회전 행렬 와 은 식 (6)과 (15)에 의해서, 병진

벡터 는 식 (20)에 의해서 각각 결정된다. 3단계의 변

환을 통해  좌표계의 축의 방향은 물체 평

면의 기준 좌표  좌표계에서의 벡터 의 방향

과 같게 된다. 따라서 두 좌표계 간의 변환 관계로부터

회전 행렬 를 결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축에

대한 회전 행렬을 이용하여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tan     로 공면 점의

벡터를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된다.

원형 특징의 3차원 자세 및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절

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  , 을 결

그림 5. 원형 특징의 자세/위치 추정을 위한 변환 절차

Fig. 5. Transformation procedure for pose estimation of

a circular feature in 3D space.

정하여 동차변환 행렬  을 각각 구성한다.

다음으로  의 관계로부터 동차변환 행렬

를 결정한다.

원형 물체가 카메라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동차변환 행렬 에 관한 해는 사실상 두 개가 존

재하는데, 이는 물체 평면에 대한 두 개의 법선 벡터로

인해 기인된다. 두 개의 법선 벡터를 통해 결정된 동차

변환 행렬을 각각 와 라 하자. 그러면, 모델 평면

위의 공면 점 는 와 를 통해 2D 영상 평면에

맵핑될 수 있다. 우선 의 4-벡터 동차 표현을 적용하

여 변환 행렬  , 에 대하여 
  

 ,


  

의 변환을 각각 수행한다. 변환된




는 다시 2D 영상 평면의 좌표로 표현 가능하며

이를 각각  ,  라 하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 

중 한 점은 와 동일하다. 따라서 영상 평면에서의 세

좌표  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동차변환 행렬

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 규칙은 식 (21)과 같다.

   ∥  ∥ ∥  ∥
 

(21)

여기서 식 (21)의 결정 규칙은 두 개의 동차변환 행렬

을 이용하여 모델의 점 를 영상 평면에 각각 투영한

 에 대하여, 영상 평면에서 관측된  와 거리를

비교하고 가까운 쪽의 동차변환 행렬을 선택하는 것으

로, 실제 응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동차변환 행렬 에 대하여, 원형 물체의 위치 및 자세

는 변환 행렬의 병진 성분 및 회전 성분을 취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Ⅳ. 실험 및 검토

1. 수치예제

물체 평면 위의 원형 특징은 반지름   이며

공면 점    로 주어졌다. 또한, 카메라

영상으로 관측된 타원을 통해 결정되는 타원 행렬 

와  는 각각 식 (22), (23)과 같다.












   
    
  

(22)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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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여기서, 카메라의 초점 길이는   로 가정한다. 사

실상, 와  는 물체 평면을 카메라 좌표  에

대해   의 회전(단위: rad)과    

의 병진(단위:cm) 파라미터에 의해 영상 평면에 투영시

킨 결과이다. 회전 및 병진 변환을 통해 결정되는 동차

변환 행렬 은 식 (24)와 같으며, 이것은 주어진 문

제의 해와 동일해야 한다.

 











     
    
   

   

(24)

우선, 모델 평면상의 공면 점 로부터 회전 행렬

를 결정하면 식 (25)와 같다.












   
  

  
(25)

다음으로, 식 (6)을 이용하여 를 대각화하여 구한

는 각각 식 (26), (27)과 같다.

   (26)












   

    
   

(27)

식 (8)을 통해 점 는 식 (28)과 같이 변환되며, 타원

행렬 에 대한 폴-벡터 
의 폴라-벡터는 식 (14)에

의해 식 (29)와 같이 계산된다.


      (28)

       (29)

식 (26)으로 주어진 고유 값에 대하여 식 (13)을 적용

하면 물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식 (3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0)

여기서 법선 벡터의 해는 두 개가 되며, 두 개의 법선

벡터는 회전각 의 부호에 의존되므로,  와  에

대한 경우를 각각 아래 첨자  로 구분하자. 우선

 에 대한 회전 행렬 는 식 (15)에 의해 식 (31)과

같이 계산된다.












    
   

   
(31)

따라서 타원 행렬 는 식 (17)과 같이 에 의해 식

(32)와 같이 회전 변환 되고, 이를 통해 식 (20)을 이용

하여 병진 벡터 를 구하면 식 (33)과 같다.

 










  
   
   

(32)

   
 (33)

식 (25), (27), (31), (33)의 결과를 이용하여 동차변환

행렬 를 구하면 식 (34)와 같다.

 











   
   
   

   

(34)

동일한 방법으로  에 대하여 ,  , 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 결정된다. 두 개의 동차변

환 행렬을 이용하여 모델의 공면 점 를 영상 평면

에 투영시킨 후  와의 거리를 각각 구하면 식 (35),

(36)과 같다.

∥  ∥  (35)

∥  ∥  (36)

따라서 식 (21)의 결정 규칙에 따라 를 선택함으로써

최종적인 동차변환 행렬 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식 (24)의 행렬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 3D 자세/위치 추정 성능 분석

본 절에서 다루는 성능 분석 실험은 i) 원형 특징의

다양한 3D 자세 대비 추정 오차 분석, ii) 공면 점의 위

치 대비 추정 오차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성능 분석 실

험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6과 같이 반지름

   픽셀의 원형 특징과 공면 점 를 가지는 모

델을 이용하였다. 보다 상세하고 일괄적인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주어진 모델에 대하여 가상의 카메라 모델을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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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성된 영상들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영상들은 그

림 6과 같은 물체가 3차원 공간상에서 축에 대하

o
P

r

그림 6. 원형 특징 및 공면 점을 포함한 물체 모델

Fig. 6. Object model consisting of a circular feature

and a coplanar point.

그림 7. 원근 변환에 대한 3D 자세/위치 추정 오차

Fig. 7. Estimation errors of 3D orientation and position

against perspective transformation.

그림 8. 공면 점의 위치에 따른 3D 자세 추정 오차

Fig. 8. Estimation errors with respect to the relative

position of coplanar point on object plane.

여 회전    및 병진     되

었을 때를 가정한 카메라 변환을 통해 생성되었으며,

변환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은 성능 분석을 위한 참조 자

료(동차변환 행렬)로 직접 이용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

용된 카메라 모델은 주점(Principal points)이 (320,

240), 초점 길이   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렌즈

왜곡(Radial distortion)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생

성된 영상들에 대하여 타원의 외곽선을 추출한 후

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 기법으로 타원 파

라미터를 근사화 하였다. 공면 점은 붉은색의 3×3 픽셀

로 하여 검출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위치 추정 오차 분석을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구한

병진 벡터 와 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해 오차를

계산하였다. 또한, 자세 추정 오차 분석을 위해, 원의 외

곽에 위치한 사각 모서리(그림 6 참조) 좌표를 활용하

였다. 즉, 제안된 방법을 통해 얻은 동차변환 행렬 와

참조 값들로부터 계산한 를 통해 모델 평면의 사

각 모서리 좌표를 이미지 평면으로 각각 투영시킨 후

이들의 평균 정합 오차를 이용하여 추정 성능을 평가하

였다.

첫 번째 실험을 위해서   ,   

에 위치한 원형 물체를 대상으로 을 각각 -45∼

45° 범위로 매 10° 간격에서 실험 영상들을 생성하였다.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열에 대한 모든 에

대한 위치 및 자세 오차들의 평균을 취하였다. 그림 7

은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원형 특징의 자세(위) 및 위

치(아래) 추정 오차를 의 매 측정 위치 별로 각각 나

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측면에서 관측되는

경우에 자세 오차가 다소 증가되며, 위치 오차는 반대

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오차는 평균 1.5 픽셀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들에 오프셋이 존재하는

것은 실제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영상 처리 및 타원 근

사 단계에서 발생한 오차로 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공면 점의 위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위

한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우선 물체를 특정 위치에 고

정하고 공면 점의 위치를 변경하여 제안된 방법을 적용

하였다. 본 논문은 공면 점의 위치를 원의 중심점으로

부터 0∼194 픽셀의 범위에서 매 4픽셀 간격으로, 공면

점 벡터의 방향을 0∼340도의 범위에서 매 20도 간격으

로 조정하여 실험 영상을 생성하였다. 이때 물체의 위

치는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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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원형특징의 3D 자세 추정에 대한 기존 방법(a)과 제안된 방법(b)의 비교 실험.

Fig. 9.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b) with previous method(a)
[10～11]

for 3D pose estimation of a

circular feature in 3D space.

로 고정하였다. 그림 8은 공면 점이 원의 중심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세 추정 오차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각 위치에서의 오차는 공면 점 벡터

방향에 대한 평균 오차를 나타낸다. 그림 8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본 논문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원형 특징의 원점에 공면 점이 있을 때는 사

실상 완전한 3D 자세를 구할 수 없다. ii) 이론과는 달

리 실제 문제에서는 원형 특징의 중심점 근방에 공면

점이 존재할 경우에는 비교적 큰 자세 추정 오차를 수

반한다. iii) 원형 특징의 공면 점이 중심점에서 멀어지

면(반지름 150의 약 16%이상) 평균 2픽셀 이내의 추정

오차 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3D 자세 추정이 가

능하다. 그림 8에서 150픽셀 근방의 위치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은 공면 점이 원의 외곽선 근처에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원의 외곽선과 공면 점이 겹쳐

서 특징 추출 상의 오류가 발생한 결과이며, 실제 응용

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림 9는 원형 특징의 3D 자세 추정에 대한 기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기존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물체 평면의 축인 법선 벡터는 정확히

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축인  에 대한 방향은 기

존의 방법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축의 방향 역

시 두 개가 존재하는 이중성 문제가 그림 9(a)와 같이

존재한다. 반면, 제안된 방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보다 정확한 3D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림 9(b)는 제안된 방법의 자세/위치 추정 성능에 대한

예시로서, 그림 6의 주어진 모델에 대하여, 원근 변형된

타원 특징의 완전한 3D 자세를 0.73픽셀 평균 정합 오

차 내에서 잘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카메라 영상에 투영된 타원 특징으로부터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본래의 원형 특징의 3D 정보

를 얻기 위한 방법론을 다루었다. 이와 관련된 기존 방

법들은 완전한 3차원 자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

했으며, 이에 본 논문은 공면 점을 이용한 원형 특징의

3차원 자세 및 위치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3차

원 공간 및 투영 공간에서 원형 특징과 공면 점 사이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관련시키기 위하여

타원뿔을 매개체로 한 구체적인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

한 원형 특징의 완전한 3차원 자세와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

던 이중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수치 예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검증되

었고, 다양한 카메라 시점에서 관측된 영상들로부터 본

래의 원형 특징에 대한 3D 자세/위치 추정 성능의 평가

를 통해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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