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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카메라로 얻은 사진으로 영상처리를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진의 잡음을 제거하

거나 사진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보정 분야부터 지문이나 얼굴을 

인식하는 인식분야,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 붙이는 파노라마 이미지 

등 사진으로 얻은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많은 방법론이 개발되

고 있다. 나아가서 2차원인 사진을 3차원 디지털 데이터로 복원하는 

기술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3차원 객체 복원 시스템은 두 개의 카메라

로 하나의 객체를 촬영하여 두 개의 카메라에서 얻은 사진의 차이

를 분석하는 방법인 스테레오 비전이다. 이 방법은 3차원 물체의 특

징이 단순한 벽면과 같은 경우 3차원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

문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빔 프로젝터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복원하

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젝터가 소형으로 제작되

어 휴대폰에 장착되는 기술도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광원을 이용

한 3차원 객체 복원 방법이 더 많은 영역에서 이용될 것으로 보인

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카메라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한 장의 사

진으로 3차원 상에서 객체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효과

적으로 패턴을 인식하여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주요어 : 3차원 데이터 복원, 구조광

학  번 : 201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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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배경

영상처리 기술은 카메라 성능의 발전, 웹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촬

영 등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단순히 카메라로 찍은 사

진을 보관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진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제거하기

도 하고, 손실된 정보를 복원하기도 하고, 사진 내의 특정 부분을

찾기도 하고,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하여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거

나 깊이 성분을 추출하여 3차원 이미지로 복원하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최근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웹캠의 개발과 더불어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비단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텔레비전과 같은 향상된 성능

을 가진 ‘똑똑한’ 기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요즘 스마트폰은

대개 2개 이상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기의 발달

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의 한 예로 휴대폰 OS중 하나인 안드로이

드 OS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에서는 얼굴을 인식해서 폰의 잠

금을 해제하는 기능인 ‘페이스 언 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2].

삼성전자는 올해 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던 MWC

2012에서 특별한 제품 하나를 소개하였다. 빔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

15루멘의 밝기와 640x360 해상도를 보여주는 50인치 프로젝션 화면

을 구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빔이 바로 그것이다[3]. 삼성

전자가 프로젝터를 탑재한 휴대폰을 생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

니다. 갤럭시 빔이 출시되기 전에 세계 최초로 2009년에 프로젝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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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햅틱빔을 출시하였고 2010년에는 아몰레드빔을 출시하며 다양한

프로젝터폰을 선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프로젝터를 탑재한 스마트폰

이 보급화 된다면 3차원 얼굴 인식을 지원하여 2차원 얼굴 인식보

다 보안이 더 철저해질 수 있을 것이다.

2차원 영상들을 통해 3차원의 데이터로 복원하는 방법은 컴퓨터

비전에서 오랜 목표였다. 3차원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들은 여

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3차원 인식 시스템은 사람의 눈에 기

초하여 카메라 2대를 두고 3차원 공간의 깊이를 구하는 것이다

[4][5]. 사람의 눈은 수평으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두 눈이

일정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안시차와 운동시차가 생긴다[6][7].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입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반적인

카메라의 경우 하나의 렌즈로 촬영하므로 양안시차가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입체감을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배경지식이

없는 사진은 종종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의

눈과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카메라 2대를 배치하

고 같은 장면을 찍는다면 양안시차와 운동시차가 생기므로 입체감

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4]. 이처럼 최소 2대 이상의 카메라가

있으면 어떤 물체가 앞에 있고 어떤 물체가 뒤에 있는 지 깊이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공간

의 깊이를 구하는 연구는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져 좋은 결

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성능의 카메라가 최소 2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3차원 공간의 깊이를 알기 위한 다른 방법들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하나의 카메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하

여 복원하는 방법도 있다[19]. 하지만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3차원

공간의 깊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그에 대한 연구나 구

현이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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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와 프로젝터를 통한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적출하여 3차원 공간에서 물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다.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의 카메라와 프로젝터

를 사용하여 관찰 환경의 깊이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훨씬 더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필터링, 에지 추

출,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조사한 다음 효과적으로 에

지를 추출하고 추출한 에지가 어떤 패턴에 속하는 지에 대해 클러

스터링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3차원 공간에서 깊이 정보를 점

으로 표현하고 점으로 표현된 3차원 깊이 정보에 색을 입히어 3차

원 물체를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논문구성

1장( 서론 )에서는 영상처리와 2차원 사진을 통한 3차원 복원의 예

에 대해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하고, 카메라 외에 프로젝터를 이용

한 3차원 복원에 대해 소개한 후 연구 목표에 대해 설명한다.

2장( 관련 연구 )에서는 2차원 사진들을 3차원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정리하고 패턴을 이용한 2차원 사진의

3차원 복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살

펴본다.

3장( 패턴을 이용한 3차원 복원 기법 )에서는 3차원으로 물체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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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과 프로그램의 세부 구조 및 동작에 대

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4장( 실험 결과 )에서는 3차원 복원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프로그램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향후 진행해야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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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연구

2.1 3차원 복원에 대한 연구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복원하는 기술이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로 가져오는 것이다. 3차원으로

물체를 복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복원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는데 접촉과 비접촉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14]. 접촉 방식

으로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복원을 하는 것은 직접 충돌 센서가

물체와 접촉하여 3차원 좌표 데이터를 얻는 방식이다. 센서가 직접

물체에 접촉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뛰어난 탐지능력으로 세밀하게 표현된 작은 크기의 물체

를 복원시키는 데 좋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움직이는 물체나 규

모가 큰 물체, 야외의 물체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접촉 방식에서 복원하기 힘든 경우에는 비접촉 방

식을 사용한다. 비접촉 방식에서 3차원 물체를 복원하는 방법 중에

서도 광학 방법과 비광학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비광학 방법으로는

소나(Sonar), 레이더(Rador)가 있는데 주로 음향이나 전파를 활용해

서 바다 속에 있는 물체와 같이 빛으로 탐지하기 힘들거나 먼 곳에

있는 물체들을 탐지할 때 활용한다[8][9][18]. 광학 방법은 영상 처리

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물체를 카메라로 촬영

하여 촬영된 사진을 통해 3차원 좌표 데이터를 얻는 방식이다.

광학 방법에서도 광원을 이용한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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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광원을 이용한 3차원 복원 방법

광원을 이용한 3차원 복원 방법은 물체에 빛을 투사시켜 사진을

촬영하여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카메라 외에 광원이라는 장

비가 필요하며 주로 빔 프로젝터나 레이저 등을 사용한다[10][17].

줄무늬나 격자무늬와 같이 다양한 패턴을 내뿜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감 표현이 단순한 벽이나 콘크리트 기둥과 같은 물체도

잘 복원할 수 있다.

빔 프로젝터나 레이저 모두 마찬가지로 미리 정의된 패턴을 물체

에 투사하여 반사된 데이터를 통해 3차원 물체를 복원하는 것이다.

한 장의 사진이라도 광원에서 내뿜는 패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나 형태가 변하는 물체를 복원하

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다[20].

2.1.2 카메라만 활용한 3차원 복원 방법

카메라만 활용한 3차원 복원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시스템이 스

테레오 비전(Stereo Vision)이다[4][5]. 이 방법은 카메라 두 대를 이

용하여 마치 인간의 눈과 같이 거리를 인식하는 시각 시스템이다.

그림 2.1과 같이 양쪽 눈처럼 수평으로 떨어진 위치에 카메라 두 대

를 위치시키고 물체를 촬영하여 두 카메라에서 촬영한 물체의 기하

학적 관계를 계산하여 3차원 데이터를 얻는다[7]. 그림 2.1을 참고하

면 카메라가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배

치하든 두 대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평선상에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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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테레오 비전에서의 카메라 배치

3차원 데이터는 스테레오 비전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폴라 기하(Epipolar Geometry)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에피폴

라 기하란 두 카메라에서 얻은 3차원 상의 한 점이 두 카메라의 위

치와 공통평면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기초한 이론이다[21]. 그림 2.1

에서 한 점이 (x, y, z)로 표현되어있고 두 카메라가 각각 수평선상

에 위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한 점은 두 카메라의 영상

중 에피폴라 라인(Epipolar Line)이라는 공통된 선위의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차원 깊이 정보를 계산하는

3.4 3차원 깊이 정보 계산 파트에서 더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카메라만 사용한 3차원 복원 방법은 두 대 이상의 카메

라가 필요하지만 카메라 외에 다른 장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

고 비교적 구현이 간단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간단하다는 점 때문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2.2 구조광을 이용한 3차원 복원

구조광(Structured Light)을 이용한 3차원 복원 방법은 광원을 이

용한 3차원 복원 방법 중 하나이다[12]. 이 방법은 주로 빔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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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사용하여 물체에 패턴을 투사하고 패턴이 투사된 물체의 환경

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3차원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다[10]. 사용되는 패턴에 따라 여러 방법이 존재하며 물체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광을 이용하는 방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다른 패턴을 사용

하는 방법과 하나의 패턴 속에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 패

턴을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2.2.1 시간을 활용한 패턴 투사 방법

시간을 활용한 패턴 투사 방법은 시간에 따라 모양이 다른 패턴을

물체에 투사는 하는 방법이다[15]. 패턴을 물체에 투사시켜 얻은 사

진과 투사하는 패턴들의 형태를 비교하여 3차원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줄무늬 패턴의 개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려가는 방법이다[22]. 한 예를 들면 3장의 사진을 촬영한다고 가

정할 경우, 처음에는 흑색과 백색을 사용한 하나의 줄무늬만 투사하

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흑색과 백색이 교대로 2번 반복되는

패턴을 투사하고 또 일정 시간 후에는 4번 반복되는 패턴을 투사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값을 얻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물체를 복원하기 때문

에 정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각기 다른 패턴들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 하므로 물체를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촬영을 통해 데이터 값을 얻기 때문에 패턴을 한

번 투사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공간 패턴 투사 방법보다 단순한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색으로 표현된 패턴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패턴을 계속 투사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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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물체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다[10]. 따라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잘 복원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각 사진 속 다

른 위치에 물체가 존재하거나 물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좋은 매칭 결과를 얻기 힘들다. 또한 패턴을 일정 시간 쏴야한다는

점, 여러 장의 사진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공간 패턴 투사

방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실시간으

로 3차원 깊이 정보를 얻고 싶은 경우에는 시간 패턴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림 2.2 시간을 활용한 패턴 투사 방법에서 사용되는 패턴

2.2.2 공간을 활용한 패턴 투사 방법

공간을 활용한 패턴 투사 방법은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패턴을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이다. 시간을 활용한 패턴과는 달리 패

턴의 색을 주로 다양한 색으로 구성 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활용

한 패턴과 마찬가지로 패턴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데 대표적

으로 줄무늬, 격자무늬, 모자이크, 그라데이션을 사용한다[10][17]. 이

번 연구에서 사용하는 줄무늬 색상 패턴은 de Bruijn의 방법을 사용

한다. 이 패턴은 R, G, B의 조합으로 색상을 구성하여 일정주기마다

같은 패턴으로 전체 패턴을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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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의 공간 패턴들은 패턴을 한 번 투사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간 패턴은 주로 색을 사용하므로 높

은 대조를 이루는 색으로 구성된 패턴을 사용하여 애매모호함

(ambiguity)과 탐지가능성(detachability)을 높일 수 있다[23].

물체에 한 번 투사한 패턴을 촬영하여 얻은 데이터로 3차원 물체

를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움직이는 물체나 크기가 변하는 물

체도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20]. 하지만 다양한 색을 사용

하기 때문에 빛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환경에 따라 빛이 밝거

나 너무 어두우면 전처리 과정에서 색상 정보가 손실되거나 혹은

에러로 작용하여 다른 패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

우에는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힘들다. 비슷한 이유로 색상을 띄고

있는 물체의 경우 투사하는 패턴의 색과 혼합된다면 색상 정보가

손실되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11][12][13].

그림 2.3 공간을 활용한 패턴 투사 방법에서 사용되는 패턴

2.3 기존 연구의 문제점

앞에서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시간을 활용한 패턴 투사 방법은 여러 개의 패턴을 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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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리고 여러 장의 결과물을 가지고 데이터 값을

얻어내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간을 활용한 패턴 투사 방법은 두 개

의 카메라가 아닐 경우 정확한 데이터 복원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

분 두 개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카메라의 위치와

물체의 위치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임의의 물

체를 복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공간을 활용한

패턴 투사 방법을 사용한다면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도 3차원

물체 복원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대의 카메라

를 사용하여 3차원 데이터 값을 얻고 이때 정보를 보완하는 정도로

공간패턴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

본 연구에서는 공간 패턴을 사용하여 하나의 카메라와 하나의 프

로젝터로 한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3차원 물체 중에서도 얼굴을 복

원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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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구조광을 이용한 3차원 복원 시스템

본 장에서는 구조광을 이용한 3차원 복원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

를 알아본 뒤 사진의 전처리 방법, 줄무늬 패턴 매칭 방법 그리고

깊이 정보를 계산하여 3차원 얼굴을 복원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3.1 구조광을 이용한 3차원 복원 시스템의 구조

그림 3.1 구조광을 이용한 3차원 복원 시스템의 구조

구조광을 이용한 3차원 복원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1과 같으며

크게 이미지 전처리, 줄무늬 패턴 매칭, 3차원 깊이 정보를 계산하

여 복원하는 단계로 나뉜다.

이미지 전처리(Image Preprocessing)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정

보를 효과적으로 얻어 내기 위해서 관심영역 선택, 필터링 및 줄무

늬 패턴의 대표 부분을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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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무늬 패턴 매칭(Matching the stripes)은 색 공간이 분할된 줄무

늬 패턴과 프로젝터가 투사하는 원본 줄무늬 패턴을 서로 대조하여

최소의 비용이 발생하는 줄무늬를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방문 외판

원 문제(Traveling Salesman Problem)에 주로 사용되는 조합적 최

적화 문제(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를 사용하여 최선의

줄무늬 패턴을 선택한다.

3차원 깊이 정보를 계산(Calculation of depth information)은 카메

라와 프로젝터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추출된 모든 점의 깊이 정

보를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위의 3단계를 거친 후 선택적으로 백색광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를

3차원 점 집단(3D Point Cloud) 위에 뿌려줌으로써 얼굴을 효과적으

로 복원한다.

3.1.1 줄무늬 패턴

연구에서 사용되는 줄무늬 패턴은 정말 중요하다. 피부색과 대조가

큰 패턴일수록 3차원으로 물체를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

므로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색 패턴을 사용하였다

[23][24]. 패턴은 그림 3.2와 같이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녹색, 자주

색, 청록색, 흰색 총 7색이 반복되어 이루어져있다. 대표적인 색상 3

채널인 R, G, B의 조합 23으로 구성하였는데 검은색 부분의 패턴은

흰색과 중복되므로 생략하였다. 줄무늬 색이 연속되어 짧은 주기로

반복될 경우 구역간의 혼동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긴 주기를 가지

고 여러 가지 색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구역과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Unique) 결정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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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줄무늬 패턴

3.2 이미지 전처리

3차원 얼굴 복원의 첫 단계인 이미지 전처리는 카메라로 얻은 사

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단계이다. 전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추

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이미지 전처리의 목적은 줄

무늬 패턴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이다. 이미지 전처리는 크게 다음

의 4단계로 구성된다.

3.2.1 관심 영역 선택

관심 영역 선택은 사진에서 어떤 부분을 복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다. 그림 3.3와 같이 줄무늬 패턴이 투사된 영역에서 관심 영

역을 제외한 부분은 검은색으로 처리한다. 관심 영역을 제외한 부분

을 검은색으로 처리해줌으로써 계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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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관심 영역 선택의 결과

얼굴을 추출(Face Detection)하는 방법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가장 유명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밝은 조명

에서 얼굴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PCA를 사용한 얼굴 추출 방

법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25]. 그러므로 임의로 영역을 지정

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3.2.2 필터링 및 에지 추출

줄무늬 패턴을 투사한 사진을 분석하고 3차원으로 복원하기 위해

서 이 과정은 가장 중요하다. 이미지를 더 밝게 하고 색이 모호한

부분을 더 뚜렷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처리 단계가 사용

된다.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바로 필터링과 에지 추출이다[26].

3.2.2.1 필터링

필터링에는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샤프닝(Sharpening) 필터, 가우

시안(Gaussian) 필터, 미디언(Median) 필터, 평균값(Mean) 필터, 최

대/최소값(Max/Min) 필터링 등 영상 처리마다 목적에 따라 다른 필

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줄무늬 패턴의 특징정보



16

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샤프닝 필터(Sharpening Filter)를

수직적 방향으로 적용한다. 샤프닝 필터는 고주파 통과 필터 중 하

나이다. 고주파 필터는 에지(Edge)와 같이 고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

된 세세한 부분을 강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26]. 흔히 사용되는

샤프닝 필터 마스크의 예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일반적인 샤프닝 필터의 마스크

일반적인 샤프닝 필터를 적용하면 고주파 성분이 많이 남기 때문

에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에지, 선, 모서

리 등 화소 값의 변화율이 큰 부분에서 선명한 효과를 잘 확인할

수 있다[26]. 필터링은 필터 마스크의 각 인덱스와 이미지의 픽셀들

을 곱한 것(Convolution)을 합하여 구하는 데 그 원리는 아래와 같

다.

그림 3.4의 가장 왼쪽의 마스크와 한 이미지의 중심부에서 필터링

을 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필터링 된 이미지(I′) 인덱스 i, j에서의 픽셀값 =

(–1 * I(i-1, j-1) ) + ( -1 * I(i, j-1) ) + ( -1 * I(i+1, j-1) )

+ ( -1 * I(i-1, j) ) + ( 9 * I(i, j) ) + ( -1 * I(i+1, j) )

+ (–1 * I(i-1, j+1) ) + ( -1 * I(i, j+1) ) + ( -1 * I(i+1, j+1) )

만약 필터링의 결과로 나온 이미지(I ’)의 픽셀 값이 음의 값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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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때에는 0으로 처리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샤프닝 필터와 달리 가로 성분을 잘 추

출하기 위하여 수직방향으로 샤프닝 필터를 적용한다. 실험을 위해

만든 수직 샤프닝 필터 마스크는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수직 샤프닝 필터의 마스크

수직 샤프닝 필터는 필터 마스크의 세로 열에만 숫자가 다. 그렇

기 때문에 이미지에서는 가로 성분의 에지, 모서리, 선 등이 더 잘

검출된다. 사진 내의 현재 픽셀이 (i, j)라고 가정 할 때, (i-1, j),

(i+1, j) 픽셀 값은 제외하고 (i, j-1)과 (i, j+1) 픽셀 값들만 사용하

여 연산을 하기 때문에 가로 성분을 더 부각 시킬 수 있다. 수직 샤

프닝 필터는 마스크의 숫자에 따라 가로 성분이 더 약해질 수도 강

해질 수도 있다. 필터의 크기 또한 3x3부터 5x5나 7x7과 같이 다양

한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마스크의 성분 값은 너무 크지도 작지

도 않아야 한다. 너무 크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고 반면 너무

작다면 필터링을 하고 난 후 이미지가 필터링 이전의 이미지와 차

이가 미비하여 필터링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연구에

서는 몇 번의 실험을 거친 후 필터의 크기를 3x3로 정하였다. 만약

필터의 크기를 5x5나 그 이상의 크기로 정한다면 현재 픽셀을 기준

으로 다른 픽셀과의 간섭이 더 커지는 것이므로 줄무늬 패턴을 사

용하는 이번 연구에서 줄무늬의 색 값이 다른 줄무늬 패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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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3.6은 3.2.1에서 선택한 관심 영역에 수직 샤프닝 필터

를 적용한 결과이다. 이전 이미지보다 가로 성분이 더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수직 샤프닝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

그림 3.6에서 왼쪽의 이미지는 관심 영역이 지정된 원본 이미지에

그림 3.4에서 오른쪽에 있는 일반적인 샤프닝 필터를 씌운 이미지

결과이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에 그림 3.5에서 가운데의

마스크를 씌운 결과이다. 그림 3.6을 살펴보면 수직 샤프닝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확실히 가로로 나타난 에지 성분을 잘 드러나게 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3.2.2.2 에지 추출

다음은 에지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에지를 추출하는 방법 역시 필

터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26]. 캐니(Canny), 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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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 로버트(Roberts), 프레이-첸(Fre-Chen), 프리윗(Prewitt) 등

영상 처리의 목적에 따라 다른 에지 추출 방법이 사용된다. 이번 연

구에서는 가로 성분의 에지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병

렬적으로 나열된 가로 성분들을 추출할 수 있는 에지 추출기를 적

용한다.

에지 추출을 하기 위해 이미지를 먼저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한다.

그 후 소벨 에지 검출기의 Y축 방향 에지 검출 마스크를 이미지에

적용한다. 그림 3.7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가로 성분 중 줄무늬 패턴

을 전후로 하여 픽셀 값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

다. 이 픽셀 값을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면 그림 3.8과 같다. 피부

에서 줄무늬 패턴으로 가는 부분과 줄무늬 패턴에서 피부로 가는

부분에서 값의 차이가 급격하게 변할 것이라 가정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 1차 미분을 한 다음 값이 최대가 되는 부분을 선택한다. 물체

의 경계 부분에서 급격한 밝기 변화를 보일수록 기울기(Gradient)

값이 커지는 데서 기초한 에지 추출 방법 중 하나이다[27]. 기울기

가 크다는 것은 밝기 값의 변화가 인접 픽셀들을 기준으로 크다는

의미로 경계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영상에서 기울기

를 구하여 임계 값(Threshold)보다 크면 에지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에지를 구한다. 수학적인 연산에서의 미분은 아니지만 약식으로 인

접 화소간의 차를 구하여 1차 미분에 근사한 기울기 값을 구한다.

이런 이유로 에지 경계 부위가 좁고 이미지에서 날카롭게 분포한다

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1차 미분으로 에지를 추출하기 때문에 방법

이 간단하고 인접한 화소간의 밝기 값이 큰 경우에 에지를 빠른 속

도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1차 미분을 활

용하여 에지를 검출하도록 한다. 에지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레이 스

케일로 이미지를 변환한 것이 아래의 그림 3.7이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줄무늬 패턴의 경계를 기준으로 밝기값 변화가 크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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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줄무늬 패턴의 경계에서의 픽셀 값 변화

그림 3.7에서 사각형 테두리 안의 윗부분에서 Y축 픽셀 값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 줄무늬 패턴의 경계에서 픽셀 값 변화량 그래프

그림 3.8은 이미지 I의 X,Y(305, 358) ~ X,Y(305, 370)까지 픽셀 값

변화량을 구한 그래프이다. 좌측의 그림이 정확한 픽셀 값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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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그린 것이고 우측의 그림은 픽셀 값을 토대로 3차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우측의 결과로 나온 그래프에서 1차 미분을 하면 픽셀

의 변화율이 가장 큰 부분이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가로 성분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y축 방향으로 1차

미분을 적용하여 에지를 추출하였다.

소벨 연산(Sobel Operator)은 보통 대각선의 에지를 잘 검출한다.

소벨 연산은 다음과 같다[27].

그림 3.9 소벨 에지 검출기의 마스크

기울기 변화도 M = 


 ,

만약 여기서 M값이 threshold 값보다 크다면 이 부분은 에지로 선

택되는 것이다[27].

위의 소벨 에지 검출기를 사용하면 Y축의 변화량뿐만 아니라 X축

의 변화량 또한 구할 수 있으므로 수평 방향의 에지를 추출해야하

는 이번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Y축 방향의 마스크만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처리한다. Y축 방향의 마스크를 사용하면 그림

3.1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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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필터링 및 가로 방향의 에지 추출을 한 이미지

⦁ G(y) = I(i, j-1) - I(i, j+1)
⦁ E = 

  




  





여기서 w는 이미지의 너비(width), h는 이미지의 높이(height)이다.

위의 수식은 소벨 마스크를 이미지에 적용하는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다.

⦁  

그림 3.10의 결과 이미지 중 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지로 선

택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위의 수식처

럼 이미지의 모든 픽셀 값에 대해 임계값보다 낮으면 에지로 선택

된 부분을 해제한다. 임계값보다 높게 나온 좌표 값들을 바탕으로

원본 칼라 이미지에서 에지를 선택하고 에지로 선택되지 않은 부분

은 3.2.1 관심 영역 선택 단계와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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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I’ Image I’ Image I’ Image I’
0~7 1 64~71 9 128~135 17 192~199 25
8~15 2 72~79 10 136~143 18 200~207 26
16~23 3 80~87 11 144~151 19 208~215 27
24~31 4 88~95 12 152~159 20 216~223 28
32~39 5 96~103 13 160~167 21 224~231 29
40~47 6 104~111 14 168~175 22 232~239 30
48~55 7 112~119 15 176~183 23 240~247 31
56~63 8 120~127 16 184~191 24 248~255 32

이 때 추출한 에지 영역은 그림 3.11와 같다.

그림 3.11 칼라 이미지에서 에지 추출 결과

에지 추출 과정까지 마친 이후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하고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색 영역을 줄이는 작업을 적용한다. 현재는 R, G, B 값

이 0~255까지 존재하는 데 이 영역을 다음과 같이 양자화

(Quantization)를 적용하여 축소하였다[28]. 아래의 표 3.1는 원본 이

미지(Image)와 양자화 이미지(I ’)의 픽셀 값을 정리한 양자화 표이

다.

표 3.1 색상 값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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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줄무늬 패턴의 중심점 찾기

이번에는 위에서 구한 줄무늬 패턴의 영역을 토대로 각각의 줄무

늬를 대표하는 중심점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줄무늬

패턴의 중심점을 찾는 이유는 줄무늬 패턴을 투사한 관심영역과 줄

무늬 패턴의 원형과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줄무늬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비교 연산을 하면 정확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계산

량이 많을뿐더러 같은 줄무늬내의 픽셀이라도 양자화나 필터링 과

정에서 각기 다른 픽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지

의 열마다 넓은 줄무늬 각각을 하나의 대표 중심점으로 축소한다.

먼저 이미지의 모든 열(Column)라인을 각각 스캔한다. 그리고 각

줄무늬에서 최대가 되는 한 점을 R, G, B 각각의 채널에서 구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채널에서 값이 최대가 되는 점 3개의 평균을 구해

서 줄무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점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모든

열 라인을 따라 순차적으로 다 진행하면 그림 3.12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림 3.12 줄무늬 패턴의 중심점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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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색 추출

필터링 및 에지 추출을 통해서 줄무늬 패턴을 도출할 수 있게 되

었고 줄무늬 패턴의 중심점을 찾는 단계를 통해서 줄무늬 패턴을

대표하는 각각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 단계에서는 찾은

중심점이 과연 어떤 줄무늬 패턴의 색상을 나타내는 가에 대해 알

아본다.

그림 3.13 위치에 따른 줄무늬 패턴의 R, G, B 채널 값

먼저 그림 3.13를 보면 X축 위치에 따라 같은 Y축의 범위만큼

줄무늬 패턴을 스캔했을 때 Red, Green, Blue 각 채널의 값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로로 봤을 때 분명 같은 줄무늬

패턴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와야 하지만 피부 표면이 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얼굴의 형태에 따라 어두운 부분도 나타나게 된다.

줄무늬 패턴에서 색을 추출하기 이전에 빛이 애매한(ambient)

환경과 카메라나 프로젝터의 렌즈에 의한 왜곡 정도를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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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중심점에서 각 픽셀의 색상 값을 비율로 측정한다.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각 픽셀에서 채널 별로 구한 비율 값)

이 방법을 통해서 밝기 값에 독립적인 색상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밝기 비율 값은 밝기 비율에 따라 정렬을 할 수 있는데

먼저 구한 비율 값이 


~  까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의

범위를 0과 1사이 값으로 정규화(Normalize)를 먼저 해준다.

정규화를 한 다음 색상의 값에 따라 줄무늬가 어떤 색을 나타내는

지에 대해 결정한다. 만약 


 


의 값이 현재 위치의 픽셀에서

정렬된 비율 값 중에 가장 높을 경우 그 픽셀의 대표 값은 빨강색

채널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모든 비율 값이 1에 가깝다고 하면 그

픽셀은 흰색으로 분류된다. 이 알고리즘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For each pixel Image(x, y), 0≤x<rows, 0≤y<columns

if StripeMaximum(Image(x,y))

R = RdivG+RdivB

G = GdivB+GdivR

B = BdivG+BdivR

if Combination(R>thresholdR, G>thresholdG, B>thresholdB)

return stripe_color

그림 3.14 색상 값 선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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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줄무늬 패턴에 대해 스캔하며 현재

위치의 픽셀에서 어떤 색상 값을 나타내고 있는지 구할 수 있다. 이

단계 이후로 모든 줄무늬는 그림 3.14와 같이 줄무늬를 대표하는

색상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3.15 줄무늬 패턴의 중심점의 색상 값 선택 결과

3.3 줄무늬 패턴 매칭

이전 단계들을 통해서 줄무늬 패턴을 대표하는 점과 줄무늬의

색상 값 리스트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단계에서는 투사한

줄무늬 패턴 이미지와 원본 줄무늬 패턴 이미지를 서로 매칭하여

최적의 매칭을 찾는 과정을 수행한다.

줄무늬 패턴을 매칭하여 깊이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에 투사한 패턴의 원본이 필요하다. 줄무늬 패턴을 투사한

부분을 Sproject, 투사하는 줄무늬 패턴 원본을 Sorigin이라 하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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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oject와 Sorigin사이의 일치하는 점을 찾고 피부나 센서 조건으로

인해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Invalid) 줄무늬 패턴

요소(Candidate)들을 제외하는 것(Skip)이 바로 이번 단계의

목적이다.

줄무늬 패턴 매칭과 같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전형적인 조합적

최적화 문제(COP, Combinational Optimization Problem)로 해석할

수 있다[29]. 조합적 최적화 문제란 응용수학 및 컴퓨터공학에서

최적화의 한 분야로 가능성이 있는 해(Feasible Solutions)들이

이산적이거나 이산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모든 열 라인에 대한 줄무늬 패턴의 조합 중에서

각각 가장 일치하는 줄무늬를 찾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합적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인 비용 함수(Cost

Function)를 사용하여 하나의 스캔 라인내의 모든 줄무늬 패턴에서

원본 줄무늬 패턴과 얼마나 일치하는 지에 대해 값을 측정하도록

한다. 2차원의 이미지를 1차원인 선으로 분할하여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동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30].

각 스캔라인에 대해서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비용을 정의한다.

⦁ColorDiffernce(i)
- Sproject 와 Sorigin 의 i번째 줄무늬 패턴의 중심점의 색 채널

값들의 차이를 구한다.

⦁JumpWeight(i, i – 1)

- Sproject 에서 i와 i-1번째 줄무늬 패턴의 시퀀스의 차이에 대해

페널티(Penalty)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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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함수를 사용해서 비용 함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 = ColorDifference(0)
+ 

 



( ColorDifference(i) + JumpWeight(i, i – 1) )

여기서 m값은 스캔한 라인에 포함된 줄무늬의 총 수를 의미한다.

i=0일때는 JumpWeight함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위처럼 식이

구성된다. 그림 3.15를 통해서 위의 식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6 Sproject와 Sorigin사이의 줄무늬 패턴 매칭

그림 3.15에서 좌측의 Sproject가 중심점 색상 추출 결과로 흰색,

청록색, 자주색, 노랑색, 빨강색, 녹색, 파랑색 순으로 나왔다면 원본

패턴의 색상 값 배열순서와 같으므로 C의 값은 0이 될 것이다. 물론

Sproject의 0번째 줄무늬가 흰색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C의 값은

0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순서로 색상 값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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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면 다른 열들보다 C의 값이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0으로 가정한다.

위의 예를 살펴보면 Sorigin에서 0번째 줄무늬 패턴인 흰색이

Sproject에서도 검출되었으므로 차이 값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ColorDifference(0)은 0이 나오게 될 것이다. 또, i=0~m 까지 비교를

할 때 계속 같은 패턴이 매칭되므로 C의 값은 최소가 될 것이다.

반면에 그림 3.15에서 중심점 색상 추출 결과 흰색, 청록색, 노랑색,

노랑색 ... 순으로 나왔다고 가정하면 0번째는 흰색 – 흰색,

1번째는 청록색 – 청록색 매칭이 되겠지만 2번째는 노랑색 –

자주색 매칭이 되므로 ColorDifference(2)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JumpWeight에서도 JumpWeight(2, 1)와 JumpWeight(3,

2)에서 페널티값이 발생하게 된다. 원래 청록색 – 자주색 –

노랑색 순으로 나와야하는 데 청록색 – 노랑색 – 노랑색 순으로

패턴이 검출되었으므로 노랑색 패턴의 위와 아래 줄무늬 패턴에서

JumpWeight에서 페널티값이 발생한다. 이 때 잘못 검출된 이

줄무늬 패턴을 제외함으로써 패턴 매칭의 오류를 최대한 제거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의 관심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열 라인에

대해 줄무늬 패턴 매칭 쌍을 가지게 된다.

3.4 3차원 깊이 정보 계산

줄무늬 패턴 매칭의 비용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열에 대해 최소한

의 비용을 가지는, 다시 말해서 가장 Sproject와 유사한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 단계에서는 위에서 구한 각각의 줄무늬 패턴의 매

칭 쌍을 통해 3차원 깊이 정보를 구하도록 한다.

3차원 깊이 정보는 삼각화(Triangulation)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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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점 집합(3D Point Cloud)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먼저 삼각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터와 카메라의 기하(Geometric) 관

계를 알아내는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화 과정을 통해 카메라

와 프로젝터는 정사영 행렬식(Projection Matrix)을 가질 수 있는

데, 이는 카메라와 프로젝터 교정(Calibration)으로 얻을 수 있다.

3.4.1 카메라 교정

카메라 교정을 위해서는 카메라 파라미터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하는 카메라의 보정 알고리즘은 Tsai의 알고리즘이 가장

대표적이다[16]. 카메라 파라미터는 카메라의 렌즈에 따라 고유한

속성을 가지며 본 논문에서는 핀홀 카메라(Pinhole Camera)를 기반

으로 한 속성 모델을 이용한다.

카메라 파라미터는 외부(Extrinsic) 파라미터와 내부(Intrinsic) 파라

미터로 구성된다. 외부 파라미터는 카메라의 방향, 위치로 나타낼

수 있고 내부 파라미터는 카메라의 초점거리(Focal Point), 원리 축

(Principal Axis), 시야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외부 파라미터는 카메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동 벡터 T와 카메라

의 방향을 나타내는 회전 행렬 R으로 구성된 [R T]로 나타낼 수 있

다. 이를 통해 실제 세계와 카메라의 3차원 좌표계의 변환을 할 수

있다[31].

내부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CameraInt =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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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렬에서 αx,αy는 초점 거리를 나타내고 γ는 X축, Y축 사이의

왜도 계수를 나타낸다. u0,v0는 이미지 중심이 되는 주점을 나타낸다.

이들을 이용하여 이미지내의 좌표와 카메라 좌표간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림 3.17 카메라 보정

이렇게 카메라 내, 외부 파라미터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카메라

교정이라고 한다. 그림 3.16과 같이 미리 정의된 패턴을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뒤 얻은 이미지의 왜곡 양상을

분석하여 카메라의 행렬 값들을 추정한다.

3.4.2 프로젝터 교정

프로젝터는 카메라와 달리 이미지를 투사하는 장비이므로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여 교정을 할 수 있다. 카메라의 경우 3차원의 패턴을

2차원 이미지로 가져와서 교정을 했다면 프로젝터의 경우 2차원의

패턴을 3차원에 투사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프로젝터가 투사한

패턴 이미지가 3차원에서 어떤 지점에 도착하는 지에 대하여 계산

함으로써 프로젝터의 교정을 할 수 있다. 패턴과 패턴 사이의 선을

통해 교정하기 때문에 굴곡이 심한 표면에 투사하면 교정이 잘 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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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프로젝터 보정

그림 3.17과 같이 미리 정의된 패턴을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투사한

다. 그리고 실제 패턴의 좌표와 프로젝터에서 투사한 패턴 좌표 사

이의 관계인 호모그래피(Homography)를 계산하고 두 좌표가 서로

일치하도록 여러 번의 투사 과정을 거친 다음, 프로젝터로 인해 투

영된 패턴의 왜곡 양상을 분석하여 프로젝터의 교정이 이뤄진다.

3.4.3 에피폴라 기하를 사용한 깊이 정보 추출

그림 3.19 구조광을 사용한 3차원 정보 획득 방식

위의 두 단계를 거쳐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교정을 하였다. 이번 에

는 위에서 얻은 {W} : 월드 좌표계와 {C} : 카메라 좌표계, {P} :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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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터 좌표계를 활용하여 3차원 깊이 정보를 추출한다. 3차원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에피폴라 기하 안에서 프로젝터와 영상 사이

의 정합점(Correspondence Point)를 찾는 것이다[15][21].

그림 3.20 에피폴라 기하

그림 3.19가 바로 에피폴라 기하를 나타낸 것이다. 3차원 공간상의

한 점 X는 X1, X2와 같은 점이다. 각각 프로젝터에서 투사한 한 점

과 카메라에 투영된 한 점이다. 패턴을 쏘는 프로젝터 PP와 패턴이

투사된 이미지를 촬영하는 카메라 CI의 중심을 이어주는 선을 기준

선(Base line)이라고 하며 이 기준선과 영상 평면과 만나는 점 E1,

E2를 에피폴(Epiploe)이라 한다. 이러한 기하학적 정보로부터 카메라

의 이미지에서 X2와 E2를 잇는 한 선 l을 구할 수 있다. 이 l을 에

피폴라 라인(Epipolar Line)이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터에

서 투사한 한 점 X1의 정보를 카메라에서 촬영한 이미지에서 찾을

때 이미지 전체에서 l이라는 에피폴라 라인 안에서만 찾으면 되므

로 영상의 정합점을 찾는데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에피폴라 기하를 사용하면 Sproject 위의 한 점은 Sorigin 내의 에

피폴라 라인에서 한 점과 일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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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Intel(R) Core(TM) i3 (2.93 GHz)
Projector DLP Pico Projector 2.0

Web Camera Logitech C910

에서 구한 줄무늬 패턴 매칭의 쌍을 기준으로 프로젝터에서 투사하

는 패턴 중 i번째 줄무늬 열과 카메라에서 얻은 이미지 중 i번째 픽

셀 값들을 비교하여 2차원에서 점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 이 점

의 위치를 프로젝터와 카메라 교정 방법을 역으로 적용하면 2차원

의 행렬 값을 3차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을 이미지의 모든 줄

무늬 패턴의 중심점에 적용하면 3차원 점집합을 만들 수 있다.

제 4장 실험 결과 및 비교

4.1 실험 환경

이번 연구에서 실험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표 4.1 실험 장비

위의 장비를 그림 4.1과 같이 위치하여 얼굴을 촬영하였다.

그림 4.1 실험 장비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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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의 종류 가우시안 샤프닝 제안한 필터
계산량 9n2 9n2 3n2

프로젝터와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

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위와 같은 위치를 정하였다. 카메라와

프로젝터가 얼굴의 정면에 위치하면 줄무늬 패턴의 왜곡이 직선으

로 투사되므로 왜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아

래에서 투사하여 패턴의 왜곡이 카메라에 투영될 수 있도록 세팅하

게 되었다.

4.2 관련 연구와 비교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필터링 및 에지 추출 기법 그리고 색상 값

들을 분류하는 방법들을 관련 연구들과 비교해본다. 이번 연구에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

한다. 구와 같은 물체에 대해 복원을 하는 것이라면 이번 연구와 다

른 연구와의 성능 비교를 특징 점 추출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해서는 특징점이 많이 추출됐

다고 하더라도 관심 있는 특징점이 아닐 수도 있기에 수치적인 비

교보다는 추상적인 비교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단순

히 계산량을 토대로 다른 연구와 비교를 실시한다.

표 4.2 필터의 계산량 비교

일반적인 3x3 마스크를 가정하고 대표적인 필터인 가우시안과 샤

프닝 필터와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필터를 비교하면 위와 같다. 보

통의 필터는 중심 픽셀을 중심으로 상, 하, 좌, 우를 포함하여 대각

선 방향까지 총 8개의 픽셀 값을 토대로 중심 픽셀 값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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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 추출기의 종류 소벨 로버츠 프리윗 제안한 방법
계산량 12n2 12n2 8n2 6n2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상, 하의 2개의 픽셀 값을 토

대로 중심 픽셀 값을 구하므로 계산량이 3배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줄무늬 패턴을 가로 방향으로만 사용하였고 가로 방향의 정보를 부

각시키기 위해서 상, 하의 픽셀 값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3x3 마스크

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필터들보다 계산량이 적다.

표 4.3 에지 추출기의 계산량 비교

필터링과 마찬 가지로 3x3 마스크를 사용하는 에지 추출기의 계산

량을 비교하면 위와 같다. 이번 연구에서는 1차 미분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1차 미분을 사용하여 에지를 추출하는 소벨과 로버츠, 프리

윗 에지 추출기와 비교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에지 추출기는

소벨 에지 추출기의 y축 방향 마스크만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비

슷한 원리로 에지를 추출하는 소벨, 로버츠보다는 계산량이 적다.

프리윗의 경우 3x3 마스크에서 두 픽셀 값만을 사용하여 에지를 추

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에지 추출기 보다 계산량이 적지만

이번 연구에서 적합한 에지 추출기는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소벨 에

지 추출기의 y축 방향 마스크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

리윗 에지 추출기보다도 계산량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색상 값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비교해본다. 색상 값을

분류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방법은 K-means 클러스터링이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번 연구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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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ach pixel Image(x, y), 0≤x<rows, 0≤y<columns

make line

For each line(z), 0≤z<7

dist(line, Image(x,y))

그림 4.2 색상 값 선택을 위한 K-means 클러스터링

먼저 각 색 채널을 대표하는 선 7개를 그리고 이미지의 모든 픽셀

에 대해서 각 라인과 픽셀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현재 픽셀과 가장

가까운 선의 영역에 픽셀 값을 지정한다. 이 과정이 지난 다음 다시

이미지의 픽셀 값들을 기준으로 선 7개를 그리고 이미지의 모든 픽

셀과 선을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히

10회 미만으로 반복하므로 5회 반복한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그렇다

면 계산량은 35n2이 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순회하면서 바로바로 색 영역을 지정해주므로 n2이라는

계산량이 나온다. 위의 결과들로 필터링, 에지 추출기, 색 영역 분할

에서 관련 연구보다 계산량이 적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3 실험 결과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각 스캔 열마다 줄무늬 패턴을 매칭하

고 매칭된 줄무늬 패턴을 3차원 깊이 정보로 복원한 3차원 점집합

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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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복원된 코 주위의 3차원 점집합

그림 4.2는 가장 얼굴에서 깊이 정보가 많이 드러나는 코에 대한

복원 정보이다. 좌측의 그림은 정면에서의 모습이고 우측이 그림은

측면에서의 모습이다. 정면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원본 이미지의 픽

셀 값들을 각각 1:1로 매칭하여 색을 입힌 모습이다. 정면보다 측면

에서 봤을 때 깊이 정보의 복원 정도를 확인하기가 쉽다. 그림 4.2

의 좌측 그림을 보면 코 가운데는 비교적 열 라인을 따라 점들이

잘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코의 가장자리를 보면 유효하지

않은 점들이 제외되어 매칭을 이루지 못해서 비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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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3차원 점집합으로 복원된 얼굴

얼굴 전체에 대하여 복원한 모습을 확인하면 그림 4.3과 같은 결과

가 나온다. 유효하지 않은 줄무늬 매칭 셋에 대해서는 3차원 깊이

정보를 복원할 수 없으므로 곳곳에 빈 공간이 발생한다. 또한 눈동

자와 같이 빛을 흡수하는 부분은 색을 띄는 줄무늬 패턴을 반사하

지 못하므로 3차원 깊이 정보가 복원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어떤 연

구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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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카메라와 하나의 프로젝터만을 이용하여 3

차원 공간상에서 얼굴을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3차원 공간상에서 얼굴 또는 물체를 복원하기 위하여 제

안된 방법들은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물체를 복원하기 때문에 촬영 장소에 민감하고 시간이 오

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한 장의 사진의

정보로 최대한 3차원 물체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색상을 패턴에 담아 한 장의 사진에서도 각

패턴 색상 별로 다른 패턴임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원본 패턴과 물

체에 투사한 패턴과의 비교가 쉽다. 그러므로 3차원 깊이 정보를 구

하는 부분이 더욱 간단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고전적인 스테레오

비전 방식이나 그를 활용한 구조광 시스템과 비교해봤을 때 사용법

이 쉽고 환경 설정이 간단하다. 또한 효과적인 색 분류 체계로 다양

한 환경에서 3차원 물체를 인식하는 데 적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3차원 공간상에서 적은 계산 복잡도와 간단한 환경

설정으로 물체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5.2 향후 과제

현재의 방법들로 3차원 물체를 복원하려면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

한다.

하나의 장면을 촬영하여 3차원 물체를 복원하기 때문에 여러 장의

장면을 촬영하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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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간을 활용한 패턴의 경우

보통 0 (검은색) 또는 255 (흰색)라는 밝기 값을 사용하는 반면 공

간을 활용한 패턴의 경우에는 다양한 색을 활용하기 때문에 색상이

있는 물체는 물체가 띄는 색상에 의해 프로젝터가 쏘는 색상 값이

손실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 외에도 아직 3차원 물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물체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광학 방법으로 구조광이라는 패턴을 이용하여 물체를 복원

한다. 따라서 물체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필히 지녀야한다. 즉 불

투명한 성질을 지녀야하기 때문에 유리로 이루어져있거나 혹은 빛

을 통과 시키는 투명한 재질의 물체를 인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투명한 얇은 물체를 덧씌워서 물체

를 임의로 반투명하게 만든 다음 패턴을 쏘는 방법이 있지만 깊이

정보가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물체를 복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와는 반대로 물체 표면이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지닌 것에 더하

여 굴곡이 심한 경우에 대해 패턴이 섞이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들 등을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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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cessing the images obtained by the camera has been widely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in many ways. A lot of

methodology has been developed, such as de-noising and

sharpening pictures, recognizing finger print or face, making

panorama images from multiple pictures. Moreover the method to

restore 3D digital data from 2D pictures has been progressed

well.

It is the Stereo Vision that is a way analyzing difference

between images taken by two cameras of the same object. This

is one of the favorite methods to restore 3D objects. This

method has limitations. The reason is like the wall where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are simple cannot get 3D depth

information.

Recently lots of research actively to restore 3D objects using a

beam projector or laser is made. Also introducing a technology

designed compact project that is mounted on a mobile phone.

From now on, light sources using 3D object reconstruction

methods seems to be used more in many areas.

In this paper presents method to restore 3D object from using

just one camera and one projector and camera snapshot. And

then classifying and recognizing technique is proposed to provide

better depth preception and solve pattern matching.

Keyword : 3D Data Reconstruction, Structured Light

Student Number : 201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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