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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분해 제약을 사용한 다중 영상에서의 투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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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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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중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을 사용해서 투영 공간에서의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좌표

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수치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특징점을 정규화한 후 복원하며 얻어지는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에 대해서 비정규화한다.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의 초기값을 얻기 위해서 특이값 분해

기법을 사용해서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을 분해한다. 행렬 분해 제약을 사용하여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을 투영 복원한다. 투영 복원 과정에서는 비선형 반복적 최적화 방법이 사용된다.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은 대체로 적절한 정확성을 얻었고 오차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Projective Reconstruction from Multiple Images using

Matrix Decomposition Constraints

Ho-Young Ahn†, Jong-Seung Park††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structure recovery algorithm in the projective space using image

feature points. We use normalized image feature coordinates for the numerical stability. To acquire an

initial value of the structure and motion, we decompose the scaled measurement matrix using the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When recovering structure and motion in projective space, we introduce matrix

decomposition constraints. In the reconstruction procedure, a nonlinear iterative optimization technique

is used.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proper accuracy and the error

deviation i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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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비전에서의 큰 관심사는 영상에서 3차원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특히 여러 장의 연속적인

영상에서 얻은 특징점으로부터 3차원 정점 위치를

계산하는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3차원 위

치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연산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영상에서 3차원 정점을 얻어

내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상에서 특징점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

는 얻어진 특징점으로부터 3차원 정점을 얻는 과정

이다. 본 논문은 3차원 정점을 얻는 두 번째 단계와

관련된다. 3차원 정점을 얻는 과정은 다시 투영 공간

에서의 투영 복원 과정과 메트릭 공간으로 변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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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캘리브레이션(self-calibration)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투영 복원과 관련되어 있

으며 여러 장의 영상에서 얻은 특징점을 사용해서

신뢰도가 높은 투영 공간의 3차원 정점의 계산 방법

을 제시한다.

투영 복원 과정은 추출된 특징점으로부터 측정값

과 추정값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카메라 행렬과 3차

원 정점을 얻는 과정이다[1]. 복원 결과로 추정된 카

메라 행렬은 투영 공간의 특성상 적절한 카메라 행렬

의 제약 형태로 표현되지 못한다. 또한 추정된 3차원

정점은 실제 3차원 정점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만족

하지 않는다. 이렇게 투영 복원된 카메라 행렬과 3차

원 정점은 셀프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치면 기하학

적인 특성을 갖는 메트릭 공간에 복원된다. 셀프 캘

리브레이션 과정은 내부 행렬과 무한 평면(plane at

infinity)을 얻는 과정을 포함한다.

초기의 복원 기술은 영상의 개수가 제약된 상태에

서 제안되었다[2-4]. 이 방법들은 2, 3, 4개의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복원을 시도하였고 더 많은 영상

으로 확장된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하였다. 다른 방

법들로 여러 장의 영상을 입력받아서 어파인 공간에

서의 복원 기법들이 제안되었다[5,6]. 하지만 어파인

공간에서의 복원은 메트릭 공간의 복원으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원을 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투영 깊이에 기반을 두는 투영 복원 기법이 제안

되었다[7,8]. Sturm과 Triggs는 기본 행렬(fundam-

ental matrix)을 사용하여 각 카메라 사이의 상대적

인 투영 깊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7,8]. 이

방법은 에피폴라 제약(epipolar constraint)을 사용해

서 깊이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 방법은 측정

행렬(measurement matrix)의 분해를 사용해서 카메

라 행렬과 3차원 정점을 계산한다. 분해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장의 영상을 다루는데 유리하다[9]. 많

은 제안된 기법들이 이 방법에 기반을 두는 유사 방

법들이다. 분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아이겐(eigen) 알고리듬[10,11]과 비선형

반복적 최적화 기법[1,12]이 있다. 비선형 반복적 최

적화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듬은 최적의 값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초기값을 알아야 한다.

최근 대수적인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복적

인 방법으로 투영 깊이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제안되

었다[8,13-15].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한 알고리듬은

여러 영상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좌표

시스템에 종속된다는 문제가 있다[16,17]. 다른 방법

들로 부분 공간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최

적의 값을 구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14,18-20]. 특

히, Berthilsson에 의해서 부분 공간(subspace)을 만

족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8,19,21,22]. 이 방법에

서는 근접성 측정(proximity measure) 값을 최소화

해서 투영 깊이를 구하였고 좌표 시스템에 독립적이

라는 이점을 갖는다. 이 방법에서는 한 카메라에 존

재하는 특징점들이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벡터로

가정해서 원하는 값을 얻는다. 또한 다른 방법에서는

부분 공간을 사용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3차원 정

점이 존재할 때의 처리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23].

이 방법은 부분 공간을 사용한 투영 복원의 수렴 여

부에 대해서 보완하였다.

다른 방법은 적절한 투영 깊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scaled measurement

matrix)에서 계수(rank)가 4임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계수가 4임을 사용한 방식에는 반복적

으로 최적의 값으로 수렴하는 방법인 SIESTA

(Simplest Iterative Extension of the Sturm-Triggs

Algorithm) 방법이 제안되었다[13]. 하지만 이 방법

은 투영 깊이값인 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런 SIESTA의 문제점을 보완한 CIESTA

(Convergent Iterative Extension of the Sturm-

Triggs Algorithm) 방법이 제시되었다[24]. 계수를

사용한 다른 방법은 준정부호 프로그래밍(semi-

definite programming)을 사용한 방식이 있다[25].

이 방법은 계수와 trace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고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3차원 정점에 대한 언급

도 추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turm-Triggs[7,8]의 행렬 분해 방

법을 사용한다. Sturm-Triggs의 방법은 분해를 위해

서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scaled measure-

ment matrix)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분해를 사

용하여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을 구하려는 시도

를 한다. Sturm-Triggs의 분해는 Tomasi-Kanade

의 방법[5,6]을 사용해서 분해한다. 본 논문에서는

Sturm-Triggs와 마찬가지로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

정 행렬의 분해를 사용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분해한

다. 분해할 때에 3차원 정점의 크기 인자를 모두 동일

한 값이 나오도록 제약한다. 이 제약을 통해서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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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 정규화

투영 깊이 계산

카메라 행렬  및 3차원 정점 의 투영 복원

카메라 행렬 및 3차원 정점 비정규화

그림 1. 제안 복원 기법의 전체적인 계산 흐름도

자하는 3차원 정점과 카메라 행렬을 계산한다.

2. 제안하는 투영 복원 방법

2.1 용어 정의

인덱스가 인 카메라의 카메라 행렬을 로 두자.

복원 대상인 3차원 정점을 로 두자. 카메라 영상

 위의 에 대한 특징점을 로 두자. 투영 깊이값을

로 표기하자. 이들은 투사 관계식  를

만족한다. 여기서 첨자  ( )는 카메라의 번

호이고  ( )는 3차원 정점의 번호이다. 투사

관계식을 확장하면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카메라 행렬들의 묶음인 
 

  
 는 으로

나타내며 3차원 정점 좌표들의 묶음인    

는 으로 나타낸다. 는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scaled measurement matrix)이라고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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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렬 표기법으로, 행렬 ×은 행렬 의 좌측 상

단의 행 열 요소로 이루어진 행렬이라고 한다. 또

한 ≃는 행렬 와 에 대해서 동차 좌표계 상에

서 같다는 의미를 갖는다.

2.2 시스템 흐름도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처리 순서를 설명한다.

첫 번째로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추출된 점을 정규화

시키는 행렬 를 구한다. 그 후에 을 만족

하는 을 구한다. 두 번째로 그 값을 사용해서 적절

한 투영 깊이값 를 구한다. 투영 깊이 계산의 구체

적인 방법은 [부록 B]에 언급되어 있다. 세 번째로

이 투영 깊이를 알면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

(scaled measurement matrix)을 구할 수 있다. 그리

고 을 만족하고 모든 에 대해서 
을 만

족하는 와 을 구한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구해

진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은 정규화된 으로 계

산된 와
이므로  

 와  
으로 투영

공간상의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을 계산할 수 있

다. 그림 1은 전체적인 흐름도를 그린 모습이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특징점과 투영 깊이를 알고

있을 때 투영 복원된 카메라 행렬 와 3차원 정점

를 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2.4절과 2.5절에

서 상세히 기술한다.

2.3 좌표의 정규화 및 비정규화

이 절에서는 특징점 좌표의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

한다. 특징점 좌표는 수치값이 커서 행렬 계산 시에

조건수(condition number)가 커진다[26]. 결과적으

로 행렬 연산 과정의 수치적인 오차가 커질 수 있다.

행렬 연산 과정의 수치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정규화

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27]. 정규화 과정은 같은 카

메라에 존재하는 특징점들에 대해서 을 만

족하는 을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27]. 정규화

행렬 을 사용해서 얻은 의 평균은  이고


 

의 표준 편차는 이다[27].  

와 을 결합하면 (식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정규화된 에 대해서 와
을 얻으면 (식 2)로

부터 와
을 만족한다. 식을 수정하면

 
 와  

을 사용해서 비정규화된 에

대해서 카메라 행렬 과 3차원 정점 을 얻을 수

있다[7].

2.4 카메라 행렬 및 3차원 정점 계산

이 절에서는 카메라 행렬 및 3차원 정점을 얻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방법은 Sturm-Triggs 방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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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 그래프

그림 3.  의 그래프

8]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Sturm-Triggs 방법은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분해를 위해서 Tomasi-Kanade 방법

[5,6]을 사용해서 분해한다. 본 논문에서는 투영 깊이

가 적용된 측정 행렬을 분해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실제 3차원 정점과 카메라 행렬에서 3차원 정점의

크기 요소는 (식 3)과 같이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분해할 때 크기 요소를 동일

하게 분해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카메라 행렬

과 3차원 정점을 얻을 수 있다.

≃≃
















    
   

≃
















    
   

(3)

모든 카메라 와 모든 3차원 정점 에서 


을 만족하고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도 계산할

수 있다. 카메라와 정점들은 의 특성을 만족

하므로 를 분해하면 얻고자 하는 카메라 행렬 와

3차원 정점 를 구할 수 있다.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은 특이값 분해를 사용해서 으로 분

해하였을 때 ×× ,
 ×

 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의 4번째 행을 모두 같은 값으로

분해할 수 있다면   을 투영 공간에 복원된 3차

원 정점으로 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점에 관심

을 가지고 접근한다.

원하는 와 는 를 만족하고 모든 에

대해서 
을 만족한다. 여기에서 모든 3차원 정

점의 크기 인자가 동일한 값을 갖고 그 값을 로 표현

한다. ∥∥와 ∥∥
을 최소화하는 와

는 구하고자 하는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임을

의미한다. 식으로 나타내면

min∥∥

∥∥

을 만족하는 

와 을 얻는 최적화 문제이다.

비선형 최적화를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방법은 Levenberg-Marquardt (LM) [1,28,29] 방

법이다. 이 방법의 알고리즘이 [부록 A]에 설명되어

있다. 이 방법은 다른 투영 복원 과정에서도 비선형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5,

6,10,24]. 비선형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초기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초기값은 의 특이값 분해(SVD)를 사용해서 얻은

× ×와
 ×

 를 사용한다. 이 값은 특

성상 ∥∥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본 과정의 관심사는 min 
∥∥ 



∥

∥

을 만족하는 와 을 구하는 것이다. 하

지만 이 방법은 비선형 최적화를 수행하기에는 부적

절하다. ∥∥
을   형태로 간주하면 그

림 2의 형태로 표현된다. 함수의 기울기는 값이 1일

때 급격하게 변한다. 이런 형태의 함수는 비선형 최

적화를 수행할 경우에 수렴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대안으로 그림 3과 같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을 사용할 수 있다. 의 형태는

 의 값이 커지면  값이 너무 커지면서

수렴을 위한 반복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 최소화시

키기 위한 식은  의 값이 일정값 보다 커지면

의 형태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함수보다는 의

형태와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인 경우에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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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 그래프

1. 와 를 사용해서 를 계산한다. (  ,

 ,  )

2. 을 특이값 분해(SVD)를 사용해서 의

형태로 분해한다.

3. × ×와
 ×

 으로 카메라 행렬 와

3차원 정점 의 초기값을 결정한다.

4. min∥∥ 

∥∥

을 최소화시

키는 와 을 계산하기 위해서 LM 알고리듬을

사용한 비선형 최적화를 수행한다. 여기서 는

(식 4)로 주어진다.

5. 얻어진 3차원 정점 의 각각의 값 
( )을

4번째 좌표 
으로 나누어서 3차원 정점을 얻는다.

알고리듬 1.투영 깊이와 특징점을 사용해서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을 계산하는 알고리듬 그림 5. 정육면체 형태의 가상 물체의 영상 및 특징점 데이터

수를 사용하고 ≧ 인 경우에는

  함수를 사용한다. 이 식은

 일 때 연결이 되고 기울기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였다. 해당 식을 정리하면 (식 4)과 같

고 해당 그래프는 그림 4와 같다.

 








  ≦





 
(4)

min∥∥

∥∥

 (5)

와 모든 에 대해서 
를 만족하는 

와 를 구하기 위해서는 × ×와
 ×



를 초기값으로 정하고 (식 5)를 최소화시키는 와

를 LM 알고리듬을 사용해서 구하면 된다. 그 후에

는 얻어진 
에서 모든 에 대해서 

이기 때문

에 


을 비동차 좌표인 3차원 정점의 좌표로 사

용할 수 있다. 투영 깊이와 특징점을 사용하여 카메

라 행렬과 3차원 정점을 계산하는 알고리듬이 [알고

리즘 1]에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과 ∀ 
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

은 최적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식을

정확히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는 없다. 의 크기 인

자가 와 다른 부호의 값을 얻는다면 전혀 엉뚱한

3차원 정점을 얻을 수도 있다. 3차원 정점을 구할 때

사용하는 크기 인자 는 절대값이 어느 정도 큰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실험 결과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인 을 구하는 과정

에서는 투영 깊이값 을 구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

투영 깊이값을 구한 방식은 [부록 B]에 언급되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5장의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영상에 대한 투영 복원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의 투

영 복원에서는 알려진 내부 행렬 를 사용해서

 을 만족하는 을 사용한다. 는 내부 행렬이

곱해지지 않은 영상 위의 점이다. 이 실험에서는 비

선형 최적화를 위해서 LM 알고리듬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방법과 비교하기 위한 이전 연구는 Sturm-

Triggs 방법[7,8]을 사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실

험에 사용된 는 4이다.

3.1 인공적인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

이 절에서는 먼저 인공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

험을 실시하였다. 정육면체 형태의 가상의 물체를 5

개의 가상 카메라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점의 좌표를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5는 정육면체 모양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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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육면체 가상 물체 데이터로부터 복원된 3차원 정점의 오차 비교

그림 7. 정육면체 가상 물체 데이터로부터 복원된 결과의 카메라에 따른 오차 비교

그림 8. 정육면체 가상 물체 데이터의 입력 영상과 투영 복원된 형상과의 비교

상 물체의 모습이다. 그림 6은 컴퓨터로 생성한 가상

물체의 영상으로부터 투영 복원하였을 때 각각의 3차

원 정점의 오차를 비교한 결과이고 그림 7은 카메라에

서의 평균적인 오차를 비교한 결과이다. 오차는 3차원

정점이나 카메라에 상관없이 대체로 0.1 픽셀 이내의

오차로 신뢰할만한 값을 얻었다. 그림 6은 이전 연구

와 정확도에서 조금 부정확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정

확도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7은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연구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카메라 번호에 따른

차이는 이전 연구에 비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8

은 복원된 정육면체의 영상이다. 복원된 결과 정육면

체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체크무늬 상자 영상을 사용하여 복원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인공 데이터가 아닌 영상을

사용해서 투영 복원을 실시하였다. 영상에서 특징점

추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직접 특징

점 좌표들을 획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체크무늬 상

자 영상의 하나가 그림 9에 있다. 그림 10은 각각의

복원된 3차원 정점의 오차를 비교한 결과이고 그림

11은 카메라에서의 평균적인 오차를 비교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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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체크무늬 상자 데이터의 한 입력 영상

그림 10. 체크무늬 상자 데이터로부터 복원된 3차원 정점의 오차 비교

그림 11. 체크무늬 상자 데이터로부터 복원된 결과의 카메라에 따른 오차 비교

다. 3차원 정점과 카메라는 대부분 오차가 0.02 픽셀

이내의 신뢰할 만한 값이 계산되었다. 그림 12는 복

원된 큐브의 영상이다. 그림에서 육면체의 윤곽을 뚜

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3.2 영상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

이 절에서는 실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다. 특징점은 Lucas-Kanade

특징점 추출 알고리듬을 사용해서 추출하였다. 추출

된 특징점을 사용하여 투영 복원을 실시하였다. 그림

13은 투영 복원에 사용된 컨테이너 영상이다. 그림

14는 각각의 복원된 3차원 정점의 오차를 비교한 결

과이고 그림 15는 카메라에서의 평균적인 오차를 비

교한 결과이다. 3차원 정점이나 카메라와 상관없이

오차는 대부분 0.05 픽셀 이내의 수준이었다. 그림

16은 컨테이너의 원본 영상과 투영 복원된 형상을

비교한 모습이다. 투영 복원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성질을 유지한다는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상

에서 직관적인 영상을 보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실험에서는 전체적인 복원된 점들의 분포를 통해서

투영 복원된 결과를 제시한다. 원본 영상의 추출된

점이 복원된 영상과 유사한 분포를 갖는다.

더욱 복잡한 건축물에 대한 복원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림 17은 복원에 사용된 캠퍼스 건물의 입력 영

상이다. 그림 18은 각각의 복원된 3차원 정점의 오차

를 비교한 결과이고 그림 19는 카메라에서의 평균적

인 오차를 비교한 결과이다. 복원된 3차원 정점의 오

차는 카메라와 상관없이 대부분 0.1 픽셀 이하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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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체크무늬 상자 데이터의 입력 영상과 투영 복원된 형상의 비교 그림 13. 컨테이너 데이터의 한 입력 영상

그림 14. 컨테이너 데이터로부터 복원된 3차원 정점의 오차 비교

그림 15. 컨테이너 데이터로부터 복원된 결과의 카메라에 따른 오차 비교

그림 16. 컨테이너 데이터의 입력 영상과 투영 복원된 형상의 비교 그림 17. 캠퍼스 건물 데이터의 한 입력 영상

뢰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20은 캠퍼스 건물 데

이터의 입력 영상과 투영 복원된 형상의 비교이다.

입력 영상의 추출된 점이 투영 복원된 형상과 유사한

분포를 갖는다.

3.3 카메라의 촬영 위치를 달리한 실험

카메라의 촬영 위치에 따른 복원 오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카메라의 촬영 위

치를 그림 21의 (a)와 같이 대상 물체를 중심으로 회



그림 18. 캠퍼스 건물 데이터로부터 복원된 3차원 정점의 오차 비교

그림 19. 캠퍼스 건물 데이터로부터 복원된 결과의 카메라에 따른 오차 비교

그림 20. 캠퍼스 건물 데이터의 입력 영상과 투영 복원된 형상의 비교

(a) (b) (c)

그림 21. 카메라의 촬영 위치를 달리한 실험 데이터 구성: (a) 경우 1, (b) 경우 2, (c)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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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경우에 따른 복원된 3차원 정점의 오차 비교

그림 23. 경우에 따른 복원된 결과의 카메라에 따른 오차 비교

그림 24. 카메라 개수에 따른 오차 비교

전하는 경우, (b)와 같이 대상 물체를 중심으로 옆으

로 움직이는 경우, (c)와 같이 대상 물체로부터의 거

리가 변화하는 경우로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림

22는 복원된 각각의 3차원 정점의 오차를 각 경우에

대해서 표시하였고 그림 23은 카메라 번호에 따른

오차를 각 경우에 대해서 표시하였다.

카메라의 촬영 위치를 달리한 실험 결과 그림 22

와 그림 23에 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서 평균

오차는 0.05 픽셀 이내로 측정되었다. 세 경우 중에서

카메라가 회전하는 경우인 경우 1에서 가장 큰 오차

를 보였다. 카메라와 대상 물체와의 거리가 변하는

경우인 경우 3에서 가장 작은 오차를 보였다. 이는

카메라 회전인자 값의 차이가 오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한편 오차가 가장 큰 경우 1에 있어

서도 최악의 경우의 오차는 1 픽셀을 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인 11번 정점의 경우 오차가 약 0.095 픽

셀이었고 2번 카메라의 경우의 평균 오차가 약 0.077

픽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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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카메라 개수에 따른 오차 비교

3.4 카메라의 개수를 달리한 실험

카메라의 개수를 달리할 때의 실험결과를 비교하

였다. 실험 데이터로 인공적인 정육면체 가상 물체

영상에서 얻은 특징점을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3차원 정점의 크기 인자 값을 1이 아닌 10으로 얻어

서 계산하였다. 그림 24는 카메라의 개수를 달리하여

입력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로부터 복원한 결과의 오

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컨테이너 영상에서 얻은 특징점을 사용해서 카메

라의 개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3차원 정점의 크기 인자 값을 1이 아닌 10으로 얻어

서 계산하였다. 그림 25는 카메라의 개수를 바꾸면서

오차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방법에서 동일하게 카메라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차가 증가한 것은 입력된 데이터 자체에서 잡음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대수적인 값의 최소화를 사용해

서 접근한다. 3차원 정점과 카메라 행렬의 값에 동등

하게 사용한다. 오차의 측정에 있어서 4번의 실험을

반복 실시하였다. 실험 오차는 인공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특징점을 사용한 경

우에도 0.1 픽셀 이내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제안하

는 방법은 대수적인 에러의 최소화를 사용하기 때문

에 3차원 정점 번호 및 카메라 번호에 따른 오차의

편차가 작다는 장점을 가진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투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을

분해하는 새로운 투영 복원 기법을 제안하였다. 분해

를 사용한 대부분의 방법은 분해에서 얻어진 결과를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투영 복원을 하기 위해서 행렬 분해 시에

제약을 둔다. 3차원 정점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행

렬의 4번째 행의 값들을 모두 동일한 값이 되도록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얻은 행렬의 1, 2, 3번째 행의

값을 4번째 행의 값으로 나눈 값은 투영 복원된 3차

원 정점의 값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만족하

기 위해서 LM 방법을 사용해서 비선형 최적화를 수

행하였고 조건을 만족하는 카메라 행렬과 3차원 정

점을 투영 공간상에서 얻어냈다.

제안된 방법으로 얻어진 3차원 정점을 사용해서

역투영한 특징점과 실제 입력된 특징점과의 차이를

오차로 계산하였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오차는 0.1

픽셀 이내로 계산되었다.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제안된 알고리듬은 높은 정확도를 만족하는 알고

리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과제

는 모든 점들이 입력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복원이 수행될 수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부 록

A. LM 알고리듬

LM(Levenberg-Marquardt) 알고리듬은 에러 함

수 를 최소화시키는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LM 기법[1,28,29]을 수렴

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초기값 를 제공해야 한다.

LM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여기서 

는 Jacobian 행렬 


을 의미한다.

(1) 의 초기값을 10-3으로 정한다.



781행렬 분해 제약을 사용한 다중 영상에서의 투영 복원

1. 모든 ( ), (  )에 대해서  

로 만드는 ×개의 변수를 비선형 최적화의 초기

값으로 사용한다.

2.  을 사용해서 을 얻는다.

3. 을 특이값 분해를 사용해서 분해한다. 

에서 을 LM 알고리듬을 사용해서 비선형 최적화

시킨다.

알고리듬 B.1. 투영 깊이 계산 알고리듬

(2) 반복한 횟수를 0으로 정한다.

(3) 을 로 정하고 에서  을 구한다.

(4) 에서 를 구한다.

(5) 조건 을 만족하면 에  을 곱

하고 의 값을 만큼 증가시킨다. 반복한 횟수를 1

증가시키고  로 다시 계산한다. 만일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에 10을 곱하고 이전 를 사용한다.

(6) 단계 4부터 다시 반복한다. 만일 반복한 횟수

가 일정한 횟수를 넘거나 이 특정 값보다 작아지면

반복을 멈춘다.

위의 절차에서 사용되는 Jacobian 행렬은

  에 대해서 (식 A.1)의 형태로 나타나

는 식이지만 구현 시에는 식 자체보다는 대수적인

값을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식 A.2)와 같이

일반적으로 을 계산해서 근사값을 사용한다. 이 식

에서 는 Jacobian 의 번째 열이다.

  





 


(A.1)

      


≈ 

 ≠ (A.2)

B. 투영 깊이의 계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투영 공간 복원 기법은 투

영 깊이가 적용된 측정 행렬(scaled measurement

matrix)의 계수(rank)가 4임을 사용해서 최적값을

얻는다. 이는 를 특이값 분해를 사용해서 

으로 분해했을 때 의 5번째 대각성분인  을 만

족함을 의미한다[11, 30]. 모든 값의 초기값을 1로

설정하고 를 계산한다. 얻어진 는  으로 분

해할 수 있고   min  을 만족

한다. 이렇데 얻어진 값을 최소로 만드는 를 LM

알고리듬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투영 깊이 계산 알고

리듬이 [알고리듬 B.1]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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