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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실내 3차원 모델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종 센서 영

상간의 융합을 통한 실내 3차원 모델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때 이종 센서 영상간의 융합에 있어, 정밀한 시스템 캘리브

레이션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측정용 광학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로 구성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캘리브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광학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객체만을 3차원으로 구성하는 것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또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 간의 비교 평가가 부족

하였으며, 검정 대상지 설계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측정용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특성을 고

려하여 기존과 다른 검정 대상지를 새롭게 설계하였다. 또한 단사진

표정 및 블록 조정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을 수행하여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비교 평가

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대표정요소간의 상관관계 및 표준편차를 낮추

는 것이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블록 조정을

통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

방법 및 검정 대상지 설계와 영상 촬영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3차원 모델링, 레인지 카메라, 단사

진 표정, 블록 조정

학번 :201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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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동기

최근 실내 3차원 모델링 및 실내 측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으며, 관련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카메라

를 연결하여 구성한 다중 카메라 시스템을 통하여 영상을 융합하고

3차원 정보를 생성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중 카메라 센서간의 영상을 높은 정확도로 융합하기 위해서는

센서 간의 기하학적 위치를 도출하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System

Calibration)의 정밀한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이란 각 센서 영상 좌표계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상대표정요

소(Relative Orientation Parameters)를 결정하는 것이며, 상대표정요

소는 X0, Y0, Z0, ω, φ, κ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때 X0, Y0, Z0

는 각 영상 좌표계 간의 거리 차이를 나타내며, ω, φ, κ는 영상 좌

표계 축 방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각

센서 좌표계간의 기하학적 위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두 영

상에서 동일한 대상이 기록된 픽셀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이

를 통하여 정밀도 높은 영상 융합을 실현할 수 있다(Jiann-Yeon

Rau et al., 2011).

한편 광학 영상과 이종 센서간의 영상 융합을 통해 구현한 3차원

데이터는, 3차원 정보 및 색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Hatem Alismail et al., 2012). [표 1-1]은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들 간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으로써,

광학과 레인지 카메라 융합 영상을 사용하여, 정확도 높은 3차원 정

보를 보다 용이하게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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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2011). 그리고 이와 같은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간의 융합 영상

을 보다 정밀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밀

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한다.

장점 단점

광학 스테레오 영상
⦁ 빠른 데이터 획득

⦁ 비교적 낮은 비용
⦁ 정확도 낮음

광학 영상과

지상 라이다 영상 융합
⦁ 높은 정확도

⦁ 높은 비용

⦁ 실시간 데이터 획득 

   어려움

광학 영상과

레인지 카메라 영상 융합

⦁ 실시간 데이터 획득

⦁ 비교적 낮은 비용

⦁ 높은 정확도

⦁ 해상도 비교적 낮음

[표 1-1] 광학 영상을 이용한 실내 3차원정보 생성 방법별 장∙단점

이종 센서간의 정밀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을 위해서는 검정

대상지 설계와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영상의 촬영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각 센서의 특

징을 고려한 검정 대상지(Test bed) 설계가 필요하다. 레인지 카메

라는 적외선을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적외선은 검

정 대상지의 색상에 따라 서로 다른 반사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특성은 검정 대상지 구성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Derek D.

Lichti et al., 2011). 한편 영상 촬영 위치 및 촬영 각 등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간의

거리 및 촬영 각도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영상을 촬영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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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동향

센서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정밀한 수행은 각 센서에 대한

정밀한 캘리브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측정용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각각의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는 성공적으

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하여 비교적 정확한 수준의 영상 보정

이 가능하다. 레인지 카메라의 경우 강도 영상 및 거리 관측값의 오

차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보정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최

근 진행되었으며(T.Kahlmann et al., 2006; Patrucj Westfield et al.,

2009; Derek D. Lichti et al., 2010; 김창재 등., 2011), 레인지 카메

라에 적합한 검정 대상지의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존재하여

왔다(Derek D. Lichti et al., 2010). 한편 비측정용 광학 카메라의 셀

프 캘리브레이션 방법론 및 검정 대상지 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 역

시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Ayman F. Habib and

Michel F. Morgan, 2003; 오재홍 등, 2006; 이창노 등, 2008; 이창노

와 오재홍, 2012).

한편 비측정용 광학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간의 시스템 캘리브레

이션 및 영상 융합에 대한 연구는 특정 객체를 3차원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주로 컴퓨터 비젼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최진욱과 손광훈,.

2011; 강윤석과 호요성,. 2011). 김영민 등(2008)은 비디오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로 이루어진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통하여 두 영상간

의 융합을 시도하였으며, 단사진 표정을 통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심현정 등(2012)은 영상 융합을 목적으로 레인지 카

메라의 오차 원인 분석 및 보정을 수행하고, 광학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특정 객체의 3차원 영상화에 그 목적이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객체를 제외한 전경을 모두 제거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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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내 측위 등의 연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또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정밀하고 다양한 접근이 부족

하며, 일반적으로 광학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사용하는 체스판 무

늬의 검정 대상지를 레인지 카메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서

레인지 카메라 센서의 특성을 보다 정밀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가 있다.

1.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비측정용 광학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간의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단일 검정 대상지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을 단사진 표정(Single Photo Resection) 및 블록 조정

(Block adjustment) 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도출한 상대표정요소간의 관계 및 최종 결

과의 정확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시뮬레이션 및 실제 영상을 사용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이들 결

과간의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위의 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설계를 위한 다양한 고려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각 센서 캘리브레이션 및 시스템 캘리브레이

션에 사용된 수학적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은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특징과 검정 대상지 설계 방법 및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한

편 4장은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5장은 실제 제작된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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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통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6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및 실제 실험을 통하여 도출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결과에 대하여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 결론에서는 6장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설계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2-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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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학적 모델

본 연구에서는 광학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의 시스템 캘리브레이

션을 단사진 표정을 이용한 방법과 블록조정을 이용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한다. 두 방법

모두 공선조건식을 기본으로 행렬식을 구성하고, 이 행렬식을 최소

제곱법과 축차근사법(iteration method)을 사용하여 풀어낸다는 점에

서는 동일하다. 공선조건식과 최소제곱법 및 축차근사법은 부록 A.1

~ A.3을 참고한다.

두 방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사진 표정을 이용한 방법

의 경우, 단사진 표정 수행을 통하여 각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상대표정요소를 구하는 두 단계에 걸친 시

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하게 된다. 반면 블록조정의 경우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영상 모두를 사용, 하나의 행렬식으로 구성하여 상대

표정요소를 바로 도출하게 된다.

2.1. 광학 카메라 영상의 수학적 모델식

광학 카메라 영상과 검정 대상지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공선조

건식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공선조건식은 영상에 발생하는 정오

차(systematic error)를 포함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Fraser, 1997),

이때 카메라의 렌즈와 영상평면의 중심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나

타나는 편심오차(de-centering lens distortion), 영상의 중심에서 방

사방향으로 나타나는 방사방향오차(radial lens distortion), 영상의

회전 및 평행이동에 따른 어핀오차(affinity distortion)가 공선조건식

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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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레인지카메라 영상의 수학적 모델식

레인지카메라 영상은 강도 영상 및 적외선을 이용하여 수집한 거

리 데이터의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수학적 모델 역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강도 영상은 광학카메라와 동일한 공선조건식으로 설

명된다.

2.2.1. 거리 관측값

거리 관측값은 대상물과 레인지카메라 촬영 중심까지의 유클리드

거리 공식으로 설명된다. 이에 대한 수학적 모델은 수식(2-1)과 같

다.

 
  

  
 (2-1)

2.2.2. 정오차(systematic error)

레인지 카메라에서 고려되는 정오차는 영상 좌표에 고려되는 정오

차와 거리 관측값에 고려되는 정오차 두 가지로 나뉜다. 이때 영상

좌표에 고려되는 정오차는 광학카메라의 정오차와 동일하게 계산된

다. 한편 거리 관측값에 포함되는 정오차 ∆는 수식(2-2)과 같다.

∆   
 



sin







  
 

 




  




  

(2-2)

이때 는 거리 관측값의 편차 계수(rangefinder offse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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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케일 오차 계수(scale error coefficient), ~는 주기적 오

차 계수(cyclic error coefficient)이다. U 는 파장 단위 계수이며(unit

wavelength coefficient), 과 는 시계방향 왜곡 계수(clock skew

errors coefficient), ~는 경험적으로 도출한 계수(empirical error

coefficient)이다.

수식 (2-2)를 포함하여 공선조건식 및 거리 관측값 공식을 다시 전

개하면 수식 (2-3-1), (2-3-2) 및 (2-3-3)과 같다.

∆ 

       

      
(2-3-1)

∆ 

       

      
(2-3-2)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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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사진표정의 수학적 모델식

단사진 표정은 한 장의 사진만을 이용하는 표정을 말하며, 이를 통

해 외부표정요소(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s)를 구할 경우, 일

반적으로 3개 이상의 지상 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좌표를 필

요로 한다. 이와 같은 단사진 표정의 해석은 주로 공선조건식을 기

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선조건식은 3개의 내부표정요소 및

6개의 외부표정요소의 함수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내부

표정요소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외부표정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공선조건식 및 행렬을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상 기

준점의 좌표를 상수가 아닌 조정값으로 설정하여 공선조건식을 외

부표정요소 및 지상 관측값의 함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지

상 기준점의 좌표를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얻어낼 때 발생하는 측정

오차를 고려해주기 위함이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단사진

표정의 수학적 모델은 광학 카메라 모델식, 레인지 카메라 모델식,

그리고 이들의 외부표정요소를 이용하여 상대표정요소를 구하는 수

학식으로 나뉜다.

광학 카메라 단사진 표정 모델식은 공선조건식을 6개의 외부표정

요소 및 지상 기준점 관측값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이를 테일러

전개하여, 행렬식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광학카메라 단사진

표정을 위한 행렬구성은 [표 2-1]과 같으며, 이를 도출하는 자세한

과정은 부록 A.4.와 같다. 한편 레인지 카메라 단사진 표정 모델식

은 공선조건식 및 거리 관측식을 외부표정요소와 지상 기준점 관측

값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이를 테일러 전개하여 행렬로 표현하여

구성한다. 최종 결과는 [표 2-2]와 같으며, 이를 도출하는 자세한 과

정은 부록 A.5.를 참고한다.



- 10 -

DM행렬 Xopt Yopt Zopt ωopt φopt κopt

1번 CP . . i번 CP

X Y Z X Y Z X Y Z X Y Z

1번  x

1번  y

.

.

.

.

i번 x

i번 y

1번 CP

0

1 1 1

. 1 1 1

. 1 1 1

i번 CP 1 1 1

[표 2-1] 광학 카메라 단사진 표정 행렬의 구성

DM행렬 Xran Yran Zran ωran φran κran

1번 CP . . i번 CP

X Y Z X Y Z X Y Z X Y Z

1번  x

1번  y

.

.

.

.

i번 x

i번 y

1번 거리 관측

0
.

.

i번 거리 관측

1번 CP

0

1 1 1

. 1 1 1

. 1 1 1

i번 CP 1 1 1

[표 2-2] 레인지 카메라 단사진 표정 행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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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진 표정을 통하여 얻어낸 광학카메라와 레인지카메라의 외부

표정요소간의 변위를 계산하여 카메라간의 상대표정요소 Xrop, Yrop,

Zrop, ωrop, φrop, κrop를 도출할 수 있다.

Xrop, Yrop, Zrop는 수식(2-4)과 같이 광학카메라와 레인지카메라의

각각의 외부표정요소인 Xran, Yran, Zran와 Xopt, Yopt, Zopt의 단순 차로

구할 수 있다.



































(2-4)

한편 광학카메라를 기준으로 하여 레인지카메라의 ωrop, φrop, κrop를

도출하고자 할 경우 식(2-5)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
 

(2-5)

이때   는 각각 레인지카메라

좌표계의 회전행렬 및 광학카메라 좌표계의 회전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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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블록조정에서의 수학적 모델식

블록조정은 다수의 광속(bundle)을 동시에 사용하여, 지상 좌표 또

는 외부표정요소를 얻어내는 방법으로써, 공선조건식을 기반으로 해

석된다. 연구에서는 광학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 및 레인지 카메라의

상대표정요소의 함수로 공선조건식을 구성하여 블록조정을 수행하

였으며, 지상 관측값 역시 조정 대상 변수로 설정하였다.

블록조정의 모델식은 먼저 공선조건식 및 거리 관측식을 광학카메

라 외부표정요소, 상대표정요소,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지상 기

준점 관측값의 함수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테일러 전개를 통하여

선형화 하고, 행렬로 구성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블록조정의

행렬식은 [표 2-3]과 같으며, 자세한 도출 과정은 부록 A.6.과 같다.

계수행렬(DM)

1번 

광학영상 

외부 

표정요소

. . .

j번 

광학영상 

외부 

표정요소

상대표정요소

광학 

카메라 

지상기준점 

관측값

레인지 

카메라 

지상기준점 

관측값

광학 
카메라 
영상 

공선조건
식

1번 영상

0 0
2번 영상

.

.
j번 영상

레인지 
카메라 
영상 

공선조건
식

1번 영상

0
2번 영상

.

.
j번 영상

레인지 
카메라 
영상 

거리관측
값

1번 영상

0
2번 영상

.

.
j번 영상

광학 
카메라 

지상기준
점 관측값

1번 관측값

0 0

1

0
. 1

. 1

i번 관측값 1

레인지 
카메라 

지상기준
점 관측값

1번 관측값

0 0 0

1

. 1

. 1

i번 관측값 1

[표 2-3] 계수 행렬(DM)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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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의 특징 및 검정 대상지 구성

실제 영상의 촬영 설계 및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시뮬레이

션 설계에 있어서도 각 카메라의 제원과 특징을 고려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검정 대상지의 설계에 있어서

도 각 카메라의 특징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3.1.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제원 및 특징

3.1.1. 광학카메라

[그림 3-1] Canon EF 35mm f/2 IS USM 렌즈(좌) 및 Canon EOS 

6D 카메라 바디(우)

연구에 사용한 광학 카메라의 제원은 [표 3-1]과 같다. 카메라의

본체는 [그림 3-1]의 우측 사진과 같은 Canon EOS 6D 모델로, 유

효 화소수 2,020만의 화소, 1:1의 풀 프레임을 제공하는 약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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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mm크기의 CMOS 센서를 가지고 있다. 기록 화소수는 카메라

촬영 모드에 따라 다르며, JPEG 영상을 기준으로 한 제공 화소수

종류는 [표 3-2]와 같다. 연구에서는 영상크기 L을 선택하여 시뮬레

이션을 설계하고, 실제 촬영을 수행하였다.

한편 연구에 사용한 렌즈는 [그림 3-1]의 좌측 사진과 같은 Canon

EF 35mm f/2 IS USM 모델로써, 광각(63°)의 단초점 렌즈이다. 초

점거리 35mm의 제품이며, 기본적인 기타 제원은 [표 3-3]과 같다.

모델명 Canon EOS 6D

크기 144.5×110.5×71.2mm

무게 680g(본체)

사용감도(ISO) 기본 100~25,600으로 확장 시 50~102,800

이미지 센서
CMOS

(35.8×23.9mm, 필름과 동일한 크기. 1:1 풀 프레임)

픽셀 사이즈 0.00655mm(영상크기 L)

셔터 속도 1/4,000 ~ 30초

[표 3-1] Canon 6D 모델 제원

영상 크기 화소수

L (Large) 약 20.00 메가 픽셀 (5,472 x 3,648) 

M (Medium) 약 8.90 메가 픽셀 (3,648 x 2,432) 

S1 (Small 1) 약 5.00 메가 픽셀 (2,736 x 1,824) 

S2 (Small 2) 약 2.50 메가 픽셀 (1,920 x 1,280) 

S3 (Small 3) 약 3.50 메가 픽셀 (720 x 480) 

[표 3-2] Canon 6D 모델의 제공 영상크기 및 해당 화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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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Canon EF 35mm f/2 IS USM

길이 62.6mm

무게 약 335g

초점거리 35mm

FOV 63°

[표 3-3] Canon EF 35mm f/2 IS USM 렌즈의 제원

3.1.2. 레인지 카메라

1) 레인지 카메라의 일반적인 특징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3차원 좌표

계의 현실을 2차원 좌표로 변환하여 표현함에 따라서 대상물까지의

깊이 정보, 즉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어낼 수 없

다. 깊이 정보를 얻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스

테레오 영상을 정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광학 스테레오 영상에서

정합화소를 찾아내고 정합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많은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홍

기성 2011).

반면 레인지 카메라는 능동 센서를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인 연산

과정 없이 깊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메라이다. 레인

지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TOF(Time of Flight)카메라로 불리기도 하

는데, 여기서 TOF란 레인지 카메라가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TOF 방식이란, 카메라의 센서로부터 나온 적외선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하

는 방식을 말한다. 주파수 변조를 통하여 만들어낸 적외선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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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고 반사파의 위상 차이를 센서에서 파악하는 방식으로 거리

를 측정하게 된다.

연구에서 사용한 레인지 카메라는 [그림 3-2]의 MESA imaging사

에서 제작한 swiss range SR4000으로써, 검정 대상지의 실제 촬영

에 SR4000을 사용하여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시뮬레이션을 설계할

때에도 SR4000의 각종 제원을 고려하였다.

[그림 3-2] MESA imaging사의 SR4000

2) SR4000의 제원 및 데이터

연구에 사용한 SR4000의 구체적인 제원은 [표 3-4]와 같다.

SR4000은 촬영시야각과 촬영 거리에 따라서 각각 광각과 협각,

0.1~5m 촬영과 0.1~10m의 촬영의 총 4가지의 모델로 나뉘게 된다.

연구에 사용한 00400015 모델의 경우 광각 촬영과 0.1~10m 촬영거

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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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SR4000(MESAimaging)

모델 번호 00400015

시야각 69°(h)×56°(v)

주파수 15MHz

촬영 거리(구면거리) 0.1 – 10.0m

거리 정확도 ±15mm

거리 측정 시에 사용한 신호 적외선(850nm)

픽셀 해상도 176(h)×144(v)

픽셀 사이즈 40㎛

초점거리(focal length) 5.8mm

[표 3-4] SR4000의 제원

SR4000은 거리 관측값 데이터, 좌표값, 강도(intensity) 및 신뢰도

영상(confidence map)의 총 4가지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강도 영상

은 16비트의 값으로 나타나며, 회색조(gray scale)영상으로 제공된

다. 신뢰도 영상의 경우 거리와 강도의 조합을 사용하여 계산을 하

게 되고 얼마나 거리의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며, 16

비트로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높은 레인지 카메라 영상을 얻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레인지 카메

라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하게 되며, 이때 직사광선은 적

외선 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사광선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또한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

등의 다중반사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 얻은 데이터는 거리가 과

대 측정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촬영

시 카메라 또는 촬영 대상이 움직이거나 반사 신호가 적었다면 신

뢰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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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카메라 및 검정 대상지 좌표계 설정

카메라와 카메라 검정 대상지의 좌표계 설정은 [그림 3-3]과 같다.

검정 대상지의 경우 검정 대상지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측방향

을 X축으로 두고, 높이방향을 Y축을 설정하였으며, 검정 대상지에

서 카메라 방향을 Z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원점은 검정 대상지의

좌측 하단이 된다. 한편 각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를 검정 대상지 방

향으로 하였을 때, 우측이 X축 카메라의 위쪽을 Y축으로 설정 하였

으며, 검정 대상지의 반대방향을 Z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3] 카메라 및 검정 대상지 좌표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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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검정 대상지 구성

검정 대상지는 광학 카메라 및 레인지 카메라의 센서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지상 좌표계 기준으로 X축 방향 4.9m Y

축 방향 4m의 단일 평면에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지상 기준점이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검정 대상지의 크기는 각 카메라와 검정 대상지 사이의 거리가 약

4m정도 멀어지게 되더라도 검정 대상지가 영상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설계하였다. 한편 검정 대상지의 수평 및 높

이의 비율(약 4:5)은 레인지 카메라와 광학카메라 영상의 가로 세로

비율과 비슷하도록 설계하였다.

3.3.1. 광학카메라용 검정 대상지 구성

광학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은 [그림 3-4]와 같이 배치하여 구성하

였다. 마름모로 표시된 지점은 지상 좌표계 Z값이 0인 지점으로 검

정 대상지의 XY평면과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점이다. 그리고

원모양으로 표시된 지점은 지상좌표 Z값을 임의로 조정한 지점이며,

검정 대상지의 XY평면에서부터 Z축 방향으로 0m(유형1), 0.25m(유

형2), 0.5m(유형3)만큼 변화를 준 지점이다. 마름모 및 원모양으로

표시된 각 지상 기준점은 가로 0.7m 세로 0.5m 간격으로 번갈아 설

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 기준점을 구성하면, 유형1은 평면으로

이루어진 검정 대상지 형태가 되며, 유형2 및 유형3은 검정 대상지

가 입체적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후 검정 대상지 유형에 따른 시스

템 캘리브레이션의 결과값을 비교 평가하여, 광학 카메라 검정 대상

지 유형이 최종 상대표정요소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

다. 한편 이같이 설계된 광학 카메라용 검정 대상지의 적용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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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및 [그림 5-3]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각 4장 및

5장에서 하도록 한다.

[그림 3-4] 광학카메라 검정 대상지 구성 (마름모: 지상 가상 좌표 Z값이 

0m/ 원: 0m, 0.25m, 0.5m의 크기로 Z값에 변화를 준 지점) 

3.3.2. 레인지카메라용 검정 대상지 구성

레인지 카메라용 검정 대상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Derek D.

Lichti 등(2010)이 제안한 몇 개의 흰색 원을 검정색 직사각형 내부

에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7m×0.5m의 직사

각형을 가로 방향 7개, 높이 방향 8개씩 배열하여, 총 56개의 직사

각형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직사각형이 만나는 모서리 지점에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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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3.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광학 카메라 지상 기준점

이 위치하게 된다. 각 사각형의 내부는 레인지 카메라용 지상 기준

점으로 사용할 원을 [그림 3-5]와 같이 배치하였다. 레인지 카메라

의 지상 기준점을 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검정색에 대한 적외선의

반사도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3-6]과 같이 체스판 무

늬의 검정 대상지를 사용할 경우 검정색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구한

지상 기준점까지의 거리 관측값과 흰색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구한

거리 관측값이, 동일한 지상 기준점임에도 다른 값으로 얻어짐에 따

라 정확한 거리 관측값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레인지 카메

라의 지상 기준점은 각 원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지상 기준점의 영

상좌표는 원 둘레 점의 영상좌표의 무게중심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도출하게 된다.

[그림 3-5] 레인지 카메라용 검정 대상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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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레인지 카메라 영상(좌, 우상)의 광학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

(직사각형의 교차점) 및 해당 지점에서의 거리 관측값 차이(우하단)

검정대상지의 각 원의 크기는 레인지카메라 촬영 시 영상에 맺힐

상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그림 3-7]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 작은 원(S)의 경우 1m거리에서 8개 화소 크기, 중간 원

(M)은 4m에서 8개 화소 크기, 큰 원(L)은 7m에서 8개 화소 크기가

되도록 각 원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배치하였다. 크기별 원의 배치는

중앙에 보다 작은 원들을 다수 배치하고, 중앙에서 방사방향으로 갈

수록 큰 원을 배치하여, 테스트 베드 가까이서 레인지 카메라 촬영

시에도 충분한 지상 기준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레인지 카메라 검정 대상지 디자인은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림 4-3]과 같이 적용되며, 실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서는 [그림

5-10과 같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각 4장 및 5장에

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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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레인지 카메라 용 테스트 베드의 각 원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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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 촬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

오를 최대한 예측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은 실영상 촬영 및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 이전에 실행되었으며, 실제의 경우를 최대한 고

려하여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실험에 사용할 카메라의 재원과

특징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으며, 각종 오차들 역시 가능한 현실

적으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4.1. 시뮬레이션 진행 설계 및 순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은 [그림 4-1]과 같은 순서로 설계

되었으며, 크게 영상제작, 단사진 표정 및 블록 조정과 그 결과의 비

교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때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및 단사진 표정,

블록조정은 MATLAB 프로그램 코딩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각 단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영상제작 단계는 모든 오

차가 고려되지 않은 영상을 제작한 뒤 영상에 오차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단사진 표정은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영

상 각각에 대하여 단사진 표정을 수행하고, 이때 도출된 외부표정요

소를 이용하여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하는 2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

다. 반면 블록조정은 한 번의 블록 조정 수행을 통하여 광학카메라

의 외부표정요소와 광학과 레인지 카메라간의 상대표정요소를 도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단사진 표정 및 블록 조정을 통하여 얻어낸

상대표정요소를 비교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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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뮬레이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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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뮬레이션 검정 대상지 및 표정요소 결정

4.2.1. 검정 대상지 및 지상 기준점 설계

1) 시뮬레이션 검정 대상지 설계

광학 카메라용 시뮬레이션 검정 대상지 구성은 [그림 4-2]와 같다.

지상 기준점의 Z값이 모두 0m인 경우(1번 유형), 0m, 0.25m를 번

갈아 배치한 경우(2번 유형), 0m, 0.5m를 번갈아 배치한 경우(3번

유형)의, 총 3가지 유형으로 검정 대상지를 설정하였다.

[그림 4-2] 광학 카메라 검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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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 카메라용 시뮬레이션 검정대상지 구성 및 지상기준점 선택

은 [그림 4-3]과 같다. 검정대상지의 각 원의 중심점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을 만들어, 그 둘레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12개, 총 72개

의 점을 추출하여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에 사용하였다.

[그림 4-3]  레인지 카메라 검정 대상지(원: 원의 둘레점, 십자모양: 지상 

기준점)

2) 지상 기준점 관측값에 우연오차 부여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검정 대상지의 지상 기준점은 실제 촬영

상황 시에는 토털스테이션(Total station)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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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좌표계 좌표값을 얻어내게 되며, 이때 우연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반면 시뮬레이션에서는 지상 기준점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에서의 지상 기준점 좌표에 우연오차를 부여함으

로써 실제 실험 상황과 보다 근사하게 시뮬레이션을 설계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0.1mm를 ±1 표준편차로 하는 임의의 정규분포를

만들고 이를 지상 기준점의 지상 좌표값에 추가하여 주었다.

4.2.2. 내부표정요소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영상은 공선조건식을 통하여 제작하게

된다. 이때 공선조건식은 카메라 내부표정요소 및 외부표정요소, 지

상 관측값의 함수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표정요소, 외부표정요소, 지상 관측값을 사전에 모두 정해두어야

한다.

광학카메라 및 레인지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는 [표 4-1]과 같다.

각 내부표정요소는 일반적으로 각 카메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리

적인 수준의 값을 임의로 부여하였다. 광학 카메라의 초점거리는 실

제 촬영 및 실험에 사용한 [Canon EF 35mm 1:2 US USM] 렌즈의

초점거리인 35mm를 부여하였으며, 레인지카메라 역시 실제 촬영

및 실험에 사용한 SR4000의 초점거리 5.8mm를 사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주점의 x좌표

(xp), (mm)

주점의 y좌표

(yp), (mm)

초점거리

(mm)

광학카메라 0.003 0.003 35

레인지카메라 0.0786 0.2166 5.8

[표 4-1] 광학 및 레인지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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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오차 계수는 각각[표 4-2], [표 4-3]와 같

다. 레인지 카메라 오차 계수 U는 수식(4-1)을 통하여 구할 수 있

다. 이때 Vl은 빛의 속도이며(299792.458 mm/s), frequency는 레인

지 카메라 촬영 주파수로써, 촬영 주파수를 15MHz로 가정하면

U=9993.082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광학 카메라

정오차 계수 값

k1 -3.30E-04

k2 0.00E+00

k3 0.00E+00

p1 0.00E+00

p2 0.00E+00

a1 0.00E+00

a2 0.00E+00

[표 4-2] 광학카메라의 오차 계수

레인지 카메라

정오차 계수 값 정오차 계수 값

k1 -7.81E-03 e1 0

k2 -2.72E-04 e2 0

k3 0 e3 0

p1 -1.15E-04 e4  0

p2 -2.87E-04 e5  0

a1 0 e6  0

a2 0 e7  0

d0 -4.6266 e8  0

d1 0 e9  0

d2 0 e10 0

d3 0 e11 0

d4 0 U 9993.082

d5 0

d6 0

d7 0

[표 4-3] 레인지 카메라의 오차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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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2.3. 외부표정요소 및 상대표정요소의 결정

1) 상대표정 요소 결정

광학카메라와 레인지카메라는 [그림 4-4]와 같이 0.4m거리의 카메

라 프레임에 두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수평방향으로

0.4m의 거리로 설정하였으며, 각도는 Y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

로 6°가 돌아가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카메라간의 위치관계

를 광학카메라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여 표현하면, 레인지 카메라의

상대표정요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표 4-4]와 같다.

[그림 4-4] 광학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간 상대적 위치

Xrop(m) Yrop(m) Zrop(m)
ωrop

(degree)

φrop

(degree)

κrop

(degree)

0.39945 0 -0.02093 0 6 0

[표 4-4] 레인지 카메라의 상대표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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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rop의 결정은 검정 대상지로부터 카메라 프레임까지의 거리

와 φrop의 값을 각각 2~5m, 0°~12°로 변화시켜가며, 두 카메라 영상

의 중첩영역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그림 4-5] 및 [그

림 4-6]은 각각 광학 카메라용 검정 대상지와 레인지 카메라용 검정

대상지에 대하여 카메라 영상의 중첩지역을 표시한 그림이며, 이 결

과에 따라 φrop의 값을 6°로 결정하였다.

[그림 4-5]  φrop의 크기 및 촬영거리에 따른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영상

의 광학 카메라 검정 대상지 포함 범위(좌에서 우로 φrop의 크기, 위에서 

아래로 촬영거리)



- 32 -

[그림 4-6]  φrop의 크기 및 촬영거리에 따른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영상

의 레인지 카메라 검정 대상지 포함 범위(좌에서 우로 φrop의 크기, 위에서 

아래로 촬영거리)

2) 광학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

광학카메라 외부표정요소 즉 영상 촬영 위치 및 촬영 각도는 [표

4-5]와 같다. 광학 카메라의 경우, 테스트베드를 기준으로 1m 거리

에서부터 7m까지 1m 간격으로 하여 중앙, 좌측, 우측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였다. 이때 중앙에서 지상좌표계 X축 및 Z축 중심의 회

전인 ωopt 및 κopt는 0으로 하였다. Y축 중심의 회전인 φopt의 경우 중

앙에서는 -3°, 좌측 -33°, 우측 -27°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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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ID
Xopt (m) Yopt (m) Zopt (m)

ωopt

(degree)

φopt

(degree)

κopt

(degree)

1 2.25 2 1 0 -3 0

2 1.95 2 1 0 -33 0

3 2.60359 2 1.2 0 27 0

4 2.25 2 2 0 -3 0

5 1.45 2 2 0 -33 0

6 3.10359 2 2.2 0 27 0

7 2.25 2 3 0 -3 0

8 0.95 2 3 0 -33 0

9 3.60359 2 3.2 0 27 0

10 2.25 2 4 0 -3 0

11 0.45 2 4 0 -33 0

12 4.10359 2 4.2 0 27 0

13 2.25 2 5 0 -3 0

14 -0.05 2 5 0 -33 0

15 4.60359 2 5.2 0 27 0

16 2.25 2 6 0 -3 0

17 -0.55 2 6 0 -33 0

18 5.10359 2 6.2 0 27 0

19 2.25 2 7 0 -3 0

20 -1.05 2 7 0 -33 0

21 5.60359 2 7.2 0 27 0

[표 4-5] 광학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

최종적으로 광학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와 레인지 카메라의 상대

표정요소를 고려한 카메라의 위치는 [그림 4-7]과 같다. 이때 빨간

색 점은 광학 카메라의 위치이며, 파란색 점은 레인지 카메라의 위

치이다. 그리고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을 있는 검정색 선분은 두 카

메라의 상대적인 위치가 프레임을 통하여 고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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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촬영 위치 (원: 광학 카메라, 사각

형: 레인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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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4.3.1. 광학 카메라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1) 오차 없는 광학 카메라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오차가 고려되지 않은 공선조건식은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 외부

표정요소 및 지상 관측값과 영상 좌표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영상

좌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영상좌표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값이

결정되어야 한다. 즉 이미 결정된 내·외부 표정요소와 지상 관측값

을 사용하여 공선조건식을 구성하면 오차가 고려되지 않은 시뮬레

이션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의 검정 대

상지 각각에 대하여 21장씩, 총 63장의 광학 카메라 영상을 제작하

였다.

2) 정오차 및 우연오차의 추가

실제 촬영된 광학카메라 영상과 최대한 유사한 영상을 만들기 위

해서는 오차가 없는 영상에 정오차 및 우연오차를 추가해 주어야

한다. 이때 정오차의 경우 수식(3-10-1)과 (3-10-2)를 사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단 수식(3-10-1) 및 (3-10-2)는 오차가 포함된 영상

좌표를 이용하여 오차를 구하는 함수이므로, 오차가 없는 영상좌표

를 사용하여 오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수식의 변수를 수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수정한 수식은 (4-2-1) 및 (4-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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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이때  
     

이며   는

오차가 포함되지 않은 영상좌표이다. 위의 수식(4-2-1)과 (4-2-2)을

축차근사법을 사용하여 풀어주면, 최종적으로 오차 없는 광학 카메

라 영상에 추가할 정오차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정오차가 추가된 광학 카메라 영상은 최종적으로 우연오차를 더해

주게 되며, 이때 우연오차는 평균이 0이며, 광학 카메라 영상 한 픽

셀의 절반 크기인 3.275×10-3mm를 ±1 표준편차로 하는 정규분포를

보인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4-8]은 최종적으로 제작이 완료된 광학

카메라 영상 중 검정 대상지로부터 3~4m 거리의, 검정 대상지 중앙

(image ID 10, 13) 및 좌측(image ID 11, 14)과 우측(image ID 12,

15)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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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정오차 및 우연오차가 포함된 광학 카메라 영상 (image ID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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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레인지 카메라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1) 오차 없는 레인지 카메라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오차 없는 레인지 카메라 시뮬레이션 영상의 x및 y 좌표는 기본적

으로 오차 없는 광학 카메라 영상의 제작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레

인지 카메라의 경우 추가적으로 거리 관측값이 수집되므로 거리 관

측값을 계산하여 추가해주게 된다. 거리 관측값은 카메라의 촬영 중

심에서 검정 대상지의 지상 기준점까지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

여 주게 된다.

2) 정오차 및 우연오차의 추가

레인지 카메라의 영상좌표의 정오차 역시 광학카메라와 동일한 방

법으로 구하여 주게 된다. 거리 관측값에 대한 오차의 경우 수식

(3-13)을 수식(4-3)과 같은 오차가 포함되지 않은 거리 관측값에 대

한 수식으로 변형하고 반복법으로 풀어내어 거리 관측값의 정오차

를 도출한다.

∆  ∆ 
 



sin


∆ 




  
 

 




  




  

     (4-3)

레인지 카메라의 우연오차는 평균이 0이며, 레인지 카메라 영상 한

픽셀의 절반 크기인 0.02mm를 ±1 표준편차로 하는 정규분포를 보

인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4-9]은 최종적으로 제작이 완료된 레인지

카메라 영상 중 검정 대상지로부터 3~4m 거리의, 검정 대상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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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ID 10, 13) 및 좌측(image ID 11, 14)과 우측(image ID 12,

15)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3) 영상 기준점의 좌표 및 거리 도출

광학 카메라의 경우 제작된 영상의 각 점은 영상 기준점이 되지만,

레인지 카메라의 경우 영상의 점들은 영상 기준점이 아닌 검정 대

상지 각 원의 둘레점이다. 레인지 카메라의 영상 기준점은 원의 둘

레점들의 무게중심 점과 무게 중심점의 거리 관측값으로 설정된다.

원 둘레의 12개의 점 모두가 영상 안에 존재할 경우에만 무게 중심

을 계산하여 영상 기준점으로 선택하였으며, 거리 관측값은 무게중

심점의 주변 화소의 거리 관측값으로부터 이중선형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무게 중심점 주변 화소의 거리

관측값은 레인지 영상 각 화소에 해당하는 거리 관측값을 미리 도

출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림 4-9]는 레인지 카메라의 최종 영상으로써, 검정 대상지로부

터 3~4m 거리의, 검정 대상지 중앙(image ID 10, 13) 및 좌측

(image ID 11, 14)과 우측(image ID 12, 15)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평면은 미리 도출해놓은 레인지 카메라 영상의

각 화소의 좌표값(x, y)과 이에 해당하는 거리 관측값(z)을 나타내

며, 원형으로 이루어진 점은 레인지 카메라 영상의 원둘레의 점, 각

원의 중앙의 점은 원둘레의 점을 통하여 계산한 영상 기준점의 좌

표(x, y) 및 거리 관측값(z)이다. 이후 단사진 표정 및 블록조정을

수행할 시에는 [그림 4-10]와 같이 표시된 원의 중앙 점을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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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레인지 카메라 시뮬레이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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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레인지 영상의 원둘레 점 최종 영상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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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뮬레이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

4.4.1. 단사진 표정 시뮬레이션

1) 광학 카메라 단사진 표정 시뮬레이션

광학카메라의 단사진 표정은 먼저 제작된 각 영상의 오차를 계산

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광학 카메라 영상의 오차는 수

식(3-10)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후 수식(3-18) 및 (3-19),

(3-20)와 같이 단사진 표정 행렬을 구성하고, 이 행렬에 대하여 축

차근사법과 최소제곱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계수 행렬을 DM, 조

정값 행렬을 CM, 잔차 행렬을 SM이라 했을 때, 행렬은 수식(4-4)

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된다. 수식(4-4)를 CM에 관하여 정리하면 수

식(4-5)와 같으며, 이때 P는 중량행렬로써 영상좌표에 추가된 우연

오차 및 지상 관측값에 부여된 우연오차를 이용하여, 각 우연오차의

제곱의 역수를 행렬의 대각방향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단사진 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식(4-5)에 외부표정요소 및 지상

관측값의 초기 근사값을 대입하여 CM행렬을 도출하고, 이 조정값을

초기 근사값에 더하여 주어 새로운 근사값을 얻어내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얻어낸 근사값을 다시 행렬식에 대입하여 새로운 조정값을

구하게 된다. 이 작업은 SM행렬의 모든 값들이 일정한 임계값 이하

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SM행렬의 모든 성분값이 임계

값 이하가 되면 이때 대입한 근사값이 단사진 표정의 최종 결과가

된다.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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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

2) 레인지카메라 단사진 표정 시뮬레이션

레인지 카메라의 단사진 표정 또한 영상 및 거리 관측값에 존재하

는 오차 제거를 가장 먼저 수행하게 된다. 이때 각 오차는 수식

(3-10) 및 수식(3-13)으로 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이후 수식(3-24)및

수식(3-25), 수식(3-26)과 같이 단사진 표정 행렬을 구성하고, 이를

풀어주게 된다. 수식(4-5)는 이와 같이 구성된 행렬을 조정값 행렬

에 대하여 정리해준 수식이다. 여기서 행렬 P는 영상 좌표 및 거리

관측값과 검정 대상지의 지상 기준점에 부여된 우연오차를 이용하

여 구성한 중량 행렬로써, 각 우연오차를 제곱하여 이의 역수를 행

렬의 대각방향으로 배치한 행렬이다.

3) 단사진 표정을 이용한 상대표정요소 도출

단사진 표정을 통하여 도출한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외부표정

요소를 이용하여 두 센서간의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하나

의 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한 두 센서 각각의 외부표정요

소를 수식(3-27)과 (3-28)에 대입하여 해당 촬영위치에서의 상대표

정요소를 얻어내게 되며, 최종적으로 이렇게 얻어낸 상대표정요소들

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간의 상대표정요소를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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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블록조정 시뮬레이션

단사진 표정을 이용한 상대표정요소 도출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

치는 반면, 블록조정을 사용한 상대표정요소 도출은 한 번의 행렬구

성과 계산을 통하여 바로 상대표정 요소를 도출하게 된다. 수식

(3-31)의 행렬식은 조정 행렬 CMbundle에 관하여 정리하면 수식(4-6)

와 같다.

 

 
 × × 

 ×
 × × 

(4-6)

이때 수식(4-6)의 Pbundle행렬은 블록조정에서의 중량행렬로, 광학 및

레인지 영상에 추가된 우연오차와 지상 기준점 좌표에 추가된 우연

오차를 이용하여, 각 우연오차의 제곱의 역수를 행렬의 대각방향으

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최종적으로 블록조정은 수식(4-6)에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외부

표정요소 및 지상 관측값의 초기 근사값을 대입하고, 축차근사법과

최소제곱조정을 반복하여, 잔차행렬인 SMbundle행렬의 모든 성분값이

임의의 임계값 이하가 되면, 이때 대입된 근사값을 블록 조정의 최

종 결과값으로 결정하게 된다.



- 45 -

5.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5.1.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진행 설계 및 순서

[그림 5-1]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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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그림 5-1]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검

정대상지 설계 및 제작을 하고, 각 카메라로 검정 대상지를 촬영한

다. 이렇게 촬영된 각 카메라 영상에서 영상좌표를 얻어내고, 토털

스테이션 등의 장비를 통하여 검정 대상지의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측정한다. 이후 단사진 표정 및 블록 조정법을 통하여 카메라간의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한다.

5.2. 검정 대상지 구현

실제 검정 대상지 구현은 사전에 설계된 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이

루어졌으며, 이후 지상 기준점의 영상 좌표 및 지상 좌표를 보다 용

이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검정 대상지의 구현

은 크게 프레임 제작, 광학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 제작 및 레인지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 제작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5.2.1. 검정 대상지 프레임

실제 검정 대상지는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이루어진 프레임을 제작

하고, 이 프레임에 지상 기준점을 인쇄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계

되었다.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비교적 조립과 분

리가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검정 대상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함에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검정 대상지

의 이동 및 위치 고정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2]는 검정 대상지 프레임의 설계도이다. 검정 대상지 프레

임은 가로 약 4.9m의 크기, 높이 약 4m의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가

로 방향으로 0.7m 마다 기둥이 들어가도록 제작하였다. 이 세로 기

둥에 가로 방향 0.5m 간격으로 구멍을 위치시켜, 이 구멍에 광학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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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용 지상 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인지 카메라 지

상 기준점의 경우, 내부에 흰색원이 위치한 검정색 직사각형을 인쇄

하여 이를 프레임 기둥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5-2] 검정 대상지 프레임 구성

5.2.2. 광학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

검정 대상지 프레임에 설치될 광학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은 [그림

5-3]과 같다. 지상 기준점은 약 10cm×10cm 크기의 직사각형에 검

정과 흰색의 정사각형을 대각방향으로 배치한 모양으로 재작하였다.

이때 흰색 정사각형 안쪽에는 각 기준점의 고유 번호를 인쇄하여,

이후 광학 카메라 영상에서 지상 기준점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상 기준점은 높이(Z축 방향)를 변화 시켜가며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름 약 1cm, 길이 약 30cm 및 55cm의

나무 봉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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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광학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 (좌: 높이 0.5m의 지상 기준점, 

우: 높이 0m의 지상 기준점)

[그림 5-4] 광학 카메라 지상 기준점이 모두 설치된 검정 대상지 유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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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작된 지상 기준점은 가로 0.7m 간격으로 6개씩, 세로

0.5m의 간격으로 7개씩, 총 42개가 설치되었다. [그림 5-4]는 0.0m

와 0.5m의 지상 기준점이 번갈아서 모두 설치된 유형3의 검정 대상

지이다.

5.2.3. 레인지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

검정 대상지 프레임에 설치될 레인지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은 [그

림 5-5]와 같다. 가로 0.5m, 세로 0.7m의 직사각형이 위아래로 연결

된 모양의 0.5m×1.4m 크기의 직사각형을 인쇄하여 검정 대상지 프

레임에 부착하였다. 각 직사각형 안쪽에는 흰색의 원을 배치하고

[그림 5-6]와 같이 원의 정중앙에 지상 기준점으로 사용할 빨간색

십자모양을 인쇄하였다.

지상 기준점의 색상은 [그림 5-7]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대상지

를 재작하여 결정하였다. 검정 파랑 초록 빨강의 4종류 색상의 십자

모양을 대상지에 배치하여, 레인지 카메라 영상의 신뢰도 데이터 및

강도 영상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색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5-5] 레인지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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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레인지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2)

[그림 5-7] 지상 기준점 색상 결정용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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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기준점 색상 결정용 대상지를 촬영한 영상(신뢰도 영상)

대상지를 레인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그림 5-8]과 같다. 빨강,

파랑, 초록 색상의 십자 모양은 신뢰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 반면 검정색은 강도 영상에서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주변 보다 낮은 신뢰도 값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지상 기준점의

색상은 검정색을 제외한 다른 3가지 색상 중, 보다 시각적으로 판독

이 쉽다고 생각되는 빨간색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영상에서 레인지 카메라 지상 기준점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정 대상지에 [그림 5-9]와 같이 흰색으로 인쇄된

번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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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레인지 카메라 지상 기준점 식별용 번호(흰색 번호)

[그림 5-10] 검정 대상지 정면(광학 카메라 지상 기준점이 각각 0m, 

0.5m 두 가지 높이로 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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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검정 대상지 측면(광학 카메라 

지상 기준점이 각각 0m, 0.5m 두 가지 높이

로 구성된 경우) 

최종적으로 제작된 실제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용 검정 대상지의

모양은 [그림 5-10] 및 [그림 5-11]과 같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

작된 검정 대상지는 단일 검정 대상지만으로 광학 및 레인지 카메

라 캘리브레이션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센서의 특성을 적

절히 반영하였으며,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구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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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지상 기준점 좌표 측정

지상 기준점의 좌표 측정은 토털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이루어 졌다.

토털스테이션 모델은 SOKKIA 사의 30RK series SET 230RK 모델

로, 거리 측정에 있어서 약 ±3mm 수준의 정확도를 지니고 있다.

실제 지상 기준점 측정은 검정 대상지로 부터 약 5m 거리의 중앙

에서 좌표측정 모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검정 대상지 유형당 레인

지 카메라 지상 기준점 72개, 광학 카메라 지상 기준점 42개의 총

114개의 기준점이 존재하며, 검정 대상지 유형이 3가지로 나뉘게 되

므로, 총 342회의 지상 기준점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5-12]는 토

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지상 기준점 좌표를 측정하는 모습이다. 이

와 같이 측정된 지상 기준점의 좌표는 N(north), E(east), Z(height)

로 출력되며, 이를 사전에 설정한 지상 기준 좌표계에 맞도록 조정

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림 5-12]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지상 기준점의 좌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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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영상 촬영

5.3.1. 카메라간의 위치 관계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는 [그림 5-14]와 같이 프레임으로 상호간의

위치를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프레임은 [그림 5-13]과 같이 알루미

늄 프로파일로 제작하였으며, 카메라간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광학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간의 거리는 약 0.4m

로 고정하였다. 또한 Y축을 중심으로 광학 카메라의 경우 시계 방

향으로 약 2~5°, 레인지 카메라는 반시계 방향으로 약 2~5°만큼씩

회전시켜 두 카메라간의 상대표정요소 φ가 약 4~10° 수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5-13]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프레임 (카메라 설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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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프레임 (카메라 설치 후)

5.3.2. 실영상 촬영

실영상의 촬영은 [그림 5-15]와 같은 위치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때

빨간색 점은 광학 카메라, 파란색 점은 레인지 카메라의 위치이다.

검정 대상지로부터 약 1~6m 정도의 거리 구간을 1m 간격으로 이동

하며 검정 대상지의 중앙, 좌측 및 우측에서 촬영하였으며, 카메라

의 높이는 약 1.8m로 하였다. [그림 5-15]의 녹색 점은 광학 및 레

인지 카메라 각각의 내부표정요소를 구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한 위

치로써, 각 위치에서 가로 및 세로 방향 2종류의 영상을 촬영하였

다. 한편 영상 촬영 시 카메라가 흔들리는 등의 이유로, 초점이 흐

려진 영상을 얻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위치에서 카메라 당 3~5장

정도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촬영에 있어서 광학 카메라 렌즈는 AF(Auto Focusing)mode를

꺼놓고, 렌즈의 줌을 무한대로 고정해준 상태에서 촬영하였으며, 이

는 AF mode의 경우 자동으로 영상의 초점을 재설정함에 따라, 초

점거리가 변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초점

거리를 무한대로 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상의 번짐 현상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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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촬영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를 낮추고 조리개 개방 수준을 높

게 조정하여 촬영하였다.

한편 레인지 카메라의 경우 컴퓨터와 연결하여 촬영하게 됨에 따

라서 노트북 및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영상 촬영에 보다

용이하도록 [그림 5-16]과 같이 핸드카에 노트북과 전원 공급 장치

를 카메라 삼각대와 함께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촬영을 통하여 얻어낸 영상은 [그림 5-17]과 같으며,

이는 검정 대상지로부터 5m 거리에서 촬영한 광학 및 레인지 카메

라의 영상이다.

[그림 5-15] 실영상 촬영 위치(원: 광학 카메라, 네모: 레인지 카메

라, 세모: 내부표정요소 도출용 영상 촬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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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촬영 시스템 구성(카메라, 카메라 프레임, 

노트북, 전원 공급 장치 및 핸드카)

[그림 5-17] 촬영 영상 (좌: 광학 영상 중: 레인지 카메라  

강도 영상 우: 레인지 카메라 거리 관측값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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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

5.4.1. 내부표정요소 도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각 센서의 내부표정요소를

도출하였다. 약 3~4m의 거리에서 촬영한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영

상을 이용하여,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표

5-1]과 [표 5-2]와 같은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주점 좌표, 초점

거리 및 오차계수들을 도출하였다.

xp (mm) -0.04016 

yp (mm) 0.01981 

초점거리 (mm) 34.21716 

K1 -0.00007 

K2 0.00000 

P1 0.00004 

P2 -0.00002 

A1 0.00002 

A2 0.00005 

[표 5-1] 광학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 및 오차계수

xp (mm) 0.17450 

yp (mm) 0.01300 

초점거리 (mm) 5.93790 

K1 -0.00966 

K2 -0.00022 

P1 -0.00033 

P2 -0.00014 

d0 -5.64150 

A2 0.00005 

[표 5-2] 레인지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 및 오차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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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단사진 표정

도출한 내부표정요소를 대입하여, 공선조건식 및 최소제곱법을 통

한 행렬을 구성하고, 이를 축차근사법을 사용하여 외부표정요소를

도출하게 된다. 각 센서 당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총 18장씩의

영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총 18개의 외부표정요소 쌍이 도출된다.

각 외부표정요소 쌍을 통하여 18개의 상대표정요소를 얻어내게 되

며 이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간의 상대표정

요소를 구하게 된다.

5.4.3. 블록조정

블록조정의 경우 역시 내부표정요소, 공선조건식 및 최소제곱원리

를 이용하여 행렬식을 구성하고, 이를 축차근사법을 사용하여 외부

표정요소를 도출하게 된다. 단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에 대한 모든

수식을 하나의 행렬식으로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광학카메라의 외부

표정요소와 센서간의 상대표정요소를 바로 얻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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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캘리브레이션 결과 및 평가

6.1. 시뮬레이션 캘리브레이션 결과

6.1.1. 단사진 표정을 통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

션

단사진 표정을 통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있어서 광학 및 레인

지 카메라 각각의 정확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최종 상대표정

요소 결과값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광학 카메라 단사진 표정

시뮬레이션 결과 1m 에서 촬영한 영상의 경우는 지상 기준점의 수

가 적어 정상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분석에는 2m~7m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만을 사용하였다.

1) 광학 카메라 단사진 표정

[표 6-1]는 광학 카메라 외부표정요소의 평균 오차이다. [그림 6-1]

의 상단 그래프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검정 대상지의 유형에 관계

없이 외부표정요소 중 Y0, Z0는 0.3mm 이하의 오차수준을 보이며

비교적 정확한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X0의 경우 검정 대상지 유형2

및 유형3의 경우가 유형1 보다 낮은 오차수준을 보였다. 한편 ω, κ

의 경우 [그림 6-1]의 하단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듯이, 검

정 대상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0.002° 이하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φ 

값은 검정 대상지 유형2 및 유형3에서 오차가 높은 수준으로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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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대상지

종류
X0(m) Y0(m) Z0(m)

ω
(degree)

φ
(degree)

κ
(degree)

유형1
(0.00m)

0.0005491 0.0002068 0.0001485 0.0032737 0.0065154 0.0001465 

유형2
(0.25m)

0.0000286 0.0002280 0.0002353 0.0031479 0.0004130 0.0002616 

유형3
(0.50m)

0.0000432 0.0002519 0.0000207 0.0022204 0.0005321 0.0017007 

[표 6-1] 광학 카메라 외부표정요소의 오차 (평균)

[그림 6-1] 광학 카메라 외부표정요소의 오차 (평균)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유형의 외부표정요소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통하여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는 X0와 φ간의 상관관

계를 보여주며, 유형2, 유형3에서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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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검정 대상지 유형에 따른 X0와 φ간 상관관계 

[그림 6-3] 검정 대상지 유형별 공선조건식을 만족하는 외부표정요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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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은 검정 대상지 유형이 바뀌면서 외부표정요소간의 상관

관계가 낮아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검정 대상지 유형1과

같이 대상지를 평면으로 구성할 경우, X0와 φ를 동시에 조정하여

영상 좌표와 지상 기준점간의 공선조건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외부

표정요소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이는 공선조건식 내에서 X0와 φ간

에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그림 6-3]의 하단

과 같이 검정 대상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할 경우, X0와 φ를 조정하

여 새로운 공선조건식의 해를 도출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두 표

정요소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지게 된다.

카메라로부터 검정 대상지(유형3)까지의 거리별 외부표정요소 오차

는 [그림 6-4]와 같으며, 거리가 멀어지면서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오차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Y0와 ω, X0와 φ

의 오차 증감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림 6-5]에

서와 같이 각 외부표정요소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한편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관관계는

증가하다, 거리가 4m 이상이 되면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6-4] 검정 대상지(유형3)까지의 거리별 외부표정요소의 오차(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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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검정 대상지(유형3)까지의 거리별 광학 카메

라 외부표정요소간 상관관계

이처럼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이유는 먼저 영상

전체에서 검정 대상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6-6]은 이를 설명하는 그림으로써, 영상에서 검정 대상지가 차지하

는 비율이 낮은(상단 그림)경우 높은 비율로 검정 대상지가 분포하

는 영상(하단 그림)과는 다르게 공선조건식을 만족하는 다른 표정요

소를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검

정 대상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경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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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변위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상관관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림 6-6] 검정 대상지가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선

조건식을 만족하는 외부표정요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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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인지 카메라 단사진 표정

[표 6-2]와 [그림 6-7]은 레인지 카메라 외부표정요소 오차의 평균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영상좌표와 거

리 관측값을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 보다 낮은 오차를 보인다.

거리 

관측값 

추가 여부

X0

(m)

Y0

(m)

Z0

(m)

ω
(degree)

φ
(degree)

κ
(degree)

영상 좌표 0.002011 0.016345 0.002854 0.141139 0.022454 0.000909

영상 좌표 
+ 거리값

0.000512 0.00236 0.001156 0.011982 0.000271 0.005011

[표 6-2] 레인지 카메라 외부표정요소 오차(평균)

[그림 6-7] 거리 관측값 추가 고려 여부에 따른 외부표정요소 평균 오차 

[그림 6-8]은 검정 대상지까지의 거리에 따른 레인지 카메라의 외

부표정요소 오차를 보여준다. 거리 관측값을 추가하여 단사진 표정

을 수행한 경우 전체적으로 낮은 오차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

상좌표만을 이용하여 외부표정요소를 도출한 경우에는 7m의 거리에

서 Y0 및 ω 오차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6-9]의

Y0와 ω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통하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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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좌표만을 고려할 경우, 거리 증가에 따라 상관관계가 급격히 높

아지는 반면, 거리값을 추가하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

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8] 검정 대상지까지의 거리에 따른 외부표정요소 오차 

[그림 6-9] 검정 대상지까지의 거리에 따른 Y0와 ω 간 상관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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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사진 표정을 이용한 상대표정 요소 도출 결과

단사진 표정을 이용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는 [표 6-3]과 같으

며, 결과의 정확도 및 오차는 [그림 6-10]과 같다. 최종 정확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보인 요인은 레인지 카메라 단사진 표정 시에 거리

관측값을 추가했는지 여부이다. 특히 Y0와 ω는 거리 관측값을 포함

한 경우 오차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카

메라가 검정 대상지의 Y축과 수직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Y0

와 ω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리 관측값

에 대한 조건을 추가해주면서, 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검정 대상지의 유형은 최종 상대표정요소의 결과에는 큰 영

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광학 카메라 외부표정요소 오차에 비하

여 레인지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 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거리 
관측값 
추가 
여부

검정 

대상지 

유형

X0(m) Y0(m) Z0(m)
ω

(degree)

φ

(degree)

κ

(degree)

영상

좌표

유형1 0.398003 0.016146 -0.01934 -0.12498 5.970970 0.011041

유형2 0.398371 0.016576 -0.01969 -0.13107 5.977066 0.010894

유형3 0.398536 0.016102 -0.01939 -0.12621 5.976951 0.011474

영상
좌표 
+ 

거리값

유형1 0.399533 0.002161 -0.02077 -0.00685 5.993216 -0.00852

유형2 0.399901 0.002592 -0.02111 -0.01295 5.999317 -0.00866

유형3 0.400065 0.002118 -0.02082 -0.00809 5.999198 -0.00809

실 제값 0.399450 0 -0.02093 0 6 0

[표 6-3] 단사진 표정을 이용한 상대표정요소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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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단사진 표정을 이용하여 도출한 상대표정 요소의 오차

[그림 6-11]은 2m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부터, 7m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까지를 차례대로 누적하여, 2m(3장), 2~3m(6장), 2~4m(9장),

2~5m(12장), 2~6m(15장), 2~7m(18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한 단

사진 표정의 결과이다. X0는 유형2, 유형3에서 약간 더 낮은 오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4m, 2~5m, 2-7m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1mm이하의 오차수준을 보이고 있다. Y0의 경우 2~4m, 2~5m, 2-6m

의 경우에 1mm이하의 오차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Z0의 경우는 2m,

2~3m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1mm이하 수준의 오차를 보여준다.

한편 ω, φ, κ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 0.06°수준 이하의 오차를 보여

주고 있으며, ω와 φ는 유형1에서 비교적 높은 오차수준을 보이고

있다. φ는 2~4m의 경우에, κ의 경우에는 2~4m, 2~5m에서 각각

0.01°, 0.005°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오차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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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영상 누적에 따른 상대표정요소 오차의 변화 (영상좌표+거리값의 경우)

[그림 6-12]는 검정 대상지 유형3에서 영상좌표와 거리값을 이용하

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의 촬영위치별 오차이며, 위치를 구별하지

않고 영상을 누적시킨 경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오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사진 표정에 이용된 영상의 숫자가 촬영 위치

를 구분할 경우,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1/3수준으로 작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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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위치별 상대표정요소 오차(검정 대상지 유형3)

결과적으로 단사진 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보

다 효율적으로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 레인지 카메라 단사진 표정 시 거리 관측값을 포함한다.

-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간의 거리가 약 4m인 위치까지 영상을 촬영

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사진 표정을 수행한다. (이때 4m거리는 영

상에서 검정 대상지의 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90%인 경우로

써 카메라의 시야각이 달라질 경우 거리 역시 변동될 수 있다.)

- 광학 카메라의 검정 대상지 유형은 단사진 표정을 이용한 레인지

카메라와 광학 카메라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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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블록 조정을 통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블록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는 [표 6-4]과 같다. [그림

6-13]은 상대표정요소의 오차이며, 이를 통하여 블록 조정의 경우가

단사진 표정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오차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 

관측값 

추가 

여부

검정 

대상지 

유형

X0(m) Y0(m) Z0(m)
ω

(degree)

φ

(degree)

κ

(degree)

영상

좌표

유형1 0.399694 0.000686 -0.0195 -0.00724 6.001981 0.00461

유형2 0.399584 0.000423 -0.01936 -0.00400 6.000457 0.002718

유형3 0.399465 0.00057 -0.01921 -0.00562 5.998127 0.007014

영상

좌표 

+ 

거리값

유형1 0.399471 0.000403 -0.02072 -0.00424 6.00061 0.000834

유형2 0.39927 0.000117 -0.02078 -0.00088 5.998375 0.006746

유형3 0.39938 0.00038 -0.02053 -0.00403 5.998977 0.006858

실제값 0.399450 0 -0.02093 0 6 0

[표 6-4] 블록 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평균)

[그림 6-13] 블록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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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φ, κ의 경우 전체적으로 0.008° 이하 수준의 매우 낮은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거리 관측값을 추가하여 블록조정을 수행할 경

우 X0, Y0, Z0는 0.04mm 이하의 오차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4]는 도출한 상대표정요소 X0와 φ, Y0와 ω간의 상관관계

를 보여주고 있으며, 단사진 표정 경우보다 낮은 0.91 이하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리값을 추가하였

을 경우에는 보다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4] 블록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간 상관관계 

[그림 6-15]는 거리값을 추가하여 블록조정을 수행한 경우(상대적

으로 오차 수준이 낮은), 영상 누적에 따른 상대표정요소 오차를 나

타낸 것이다. 2m, 2~3m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오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후부터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오차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검정 대상지의 유형은 오차 수준에 크게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검정 대상지 유형2의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전

반적으로 안정된 오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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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유형별 영상누적에 따른 상대표정요소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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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촬영 위치별, 영상누적에 따른 상대표정요소 오차

(영상좌표와  거리 관측값을 사용하여 블록조정을 한 경우) 

[그림 6-16]은 검정 대상지 유형2에 대하여 촬영 위치별로 영상 누

적에 따른 상대표정요소 오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이 추가 누적될수록 오차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오차의 크기는 전체영상을 사용하여 도출한 경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다. 또한 [그림 6-15]에서와 같은 위치를 구별하지 않고 영상

을 누적시킨 경우에 비하여서도 역시 오차가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영상이 블록 조정에 사용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위치를 나누지 않을 경우, 2m는 3장, 2~3m 6장,

2~4m 9장, 2~5m 12장, 2~6m 15장, 2~7m는 18장의 영상을 각각 블

록조정에 사용하는 반면, 위치에 따라 영상을 누적할 경우는 각각 1

장~6장의 영상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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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누적 영상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X0, Y0, Z0) 오차

(좌측+우측, 좌측+중앙, 우측+중앙의 경우)

[그림 6-17]은 검정대상지 유형2에서, 좌측과 우측, 중앙과 좌측, 중

앙과 우측 영상을 누적시켜가며 도출한 상대표정요소의 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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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중앙, 좌측, 우측, 각각의 영상만을 누적하였을 경우보다

낮은 오차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좌측과 우측영상에 대하여 2m

에서부터 4m까지의 영상(카메라 당 6장)을 이용하여 블록 조정을

수행한 경우 전체 상대표정요소에 대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모든 영상(카메라 당 21장)을 이용하여 수행

한 블록 조정과 비슷한 수준의 오차이다. 또한 위치와 상관없이 누

적영상을 이용한 블록조정의 경우([그림 6-15]의 경우)중 동일한 숫

자의 영상을 사용한 2~3m의 경우 보다 낮은 수준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블록 조정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레인지 및 광학 카

메라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 레인지 카메라의 거리 관측값을 포함한다.

- 블록 조정은 보다 많은 영상을 포함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다 높

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 블록 조정 시 2m~4m 거리, 좌측 및 우측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

용할 경우,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촬영에 필요한 영상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때 4m거리는 영상에서 검정 대상지

의 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90%인 경우로써 카메라의 시야각

이 달라질 경우 거리가 변동될 수 있다.)

- 광학 카메라의 검정 대상지 유형은 블록 조정의 결과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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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단사진 표정 및 블록 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 오차비교

6.1.3. 시뮬레이션 단사진 표정과 블록 조정 결과 비교

[그림 6-18]은 검정 대상지 유형 및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따른 상대표정요소의 오차수준을 보여준다. 영상 좌표만을 사용하여

단사진 표정을 통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상대표

정요소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오차를 보였다. 한편 블록조정을 이

용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낮은 오차를 나타내며 안

정적으로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낮은 오차수준을 보인 방법은 레인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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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 관측값을 추가한 블록 조정 방법이며, 이때 검정 대상지 유

형은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검정 대상지 유형은 광학

카메라 단사진 표정을 통한 외부표정요소 도출 결과에는 영향을 보

였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단사진

표정의 경우, 레인지 카메라의 오차수준이 광학 카메라의 오차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광학 카메라의 오차가 최

종 상대표정요소 오차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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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제 영상을 이용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결과

실제 영상을 통하여 도출한 외부표정요소 및 상대표정요소는 시뮬

레이션의 경우와는 다르게 정확한 참조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도출된 값의 정확도는 표준편차 또는 상관관계 행렬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6.2.1. 단사진 표정을 통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1) 광학 카메라 단사진 표정

[그림 6-19]는 각 영상위치에서의 단사진 표정의 표준편차이다. 일

반적으로 2m의 거리 정면에서 촬영한 경우(영상번호 4)와 검정 대

상지까지의 거리가 5~6m 의 경우(영상번호 13~18) 표준편차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상 기준점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하였거나 영상의 일부분에만 지상 기준점이 분포하게 되면서 나타

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촬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영상의 해상

도가 감소하면서, 지상 기준점의 영상 좌표 도출 시 포함되는 오차

의 수준이 증가하는 현상도 이와 같은 현상의 이유가 된다. 한편 검

정 대상지 유형에 따른 표준편차 수준은 유형1, 유형2, 유형3의 순

서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외부표정요소 X0, Y0,

Z0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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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단사진 표정을 통하여 도출한 광학 카메라 외부표정요소의 표준편차 

외부표정요소의 상관계수는 시뮬레이션의 경우와 동일하게 X0와

φ, Y0와 ω사이의 상관도가 다른 표정요소사이의 상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6-20]은 검정 대상지 유형별 X0와 φ, Y0와 ω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검정 대상지 유형이 1에서 3으로

변화하면서 각 외부표정요소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검정 대상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외부표정요

소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졌음을 의미하고, 보다 정확도 높은 외부표

정요소 도출이 가능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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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검정 대상지 유형에 따른 외부표정요소간의 상관관계(평균)

[그림 6-21] 광학 카메라 촬영 위치별 외부표정요소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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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은 촬영위치에 따른 표준편차이다. 평면으로 구성된 검

정 대상지 유형1의 중앙에서 촬영한 경우, 모든 외부표정요소가 상

대적으로 높은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반면 검정 대상지 유형2와

유형3의 경우 위치에 관계없이 비슷한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광학카메라의 경우, 검정 대상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

고, 검정 대상지로 부터 3~4m 거리의 좌측 또는 우측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하여 단사진 표정을 수행할 경우에 보다 정확한 외부표정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2) 레인지 카메라 단사진 표정

레인지 카메라 단사진 표정의 결과는 [그림 6-22]와 같다. 거리값

을 추가하여 단사진 표정을 수행한 경우에 전반적으로 낮은 표준편

차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보다 높은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X0, Y0, Z0의 경우 검정 대상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림 6-22]의 상단 그래프와 같이 표준편차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

다. ω, φ, κ의 경우 전반적으로 거리값을 고려한 경우가 보다 낮은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검정 대상지로부터 2m 거리(영상

4, 5, 6)에서 촬영한 영상의 단사진 표정 결과가 다른 영상보다 비교

적 높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거리가 가까워 지상 기준

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외부표정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3~4m

거리에 위치한 경우(영상번호 7~12) 정밀도가 보다 높은 외부표정요

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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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레인지 카메라 외부표정요소 표준편차 

[그림 6-23] 레인지 카메라 촬영 위치별 외부표정요소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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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6-23]은 검정 대상지를 기준으로 한 촬영위치 별 외부

표정요소들의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영상좌표만을 고려한 경우와 거

리값을 추가한 경우 모두에서 ω, φ, κ의 표준편차가 중앙에서 촬영

한 경우 좌측 및 우측에서 촬영한 경우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좌측 및 우측에서 검정 대상지를 촬영한 영상을 통한 단사진 표

정의 결과가 보다 정밀함을 의미한다.

[그림 6-24]는 거리 관측값 추가 여부에 따른 외부표정요소간의 상

관관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거리 관측값을 추가하게 될 경우, Y0

와 ω, X0와 φ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거리 관측값을 추가할 경우 보다 정확한 외부표정요소를 도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24] 거리 관측값 사용 여부에 따른 레인지 카메라 외부표정요소

의 상관관계

한편 [그림 6-25]의 좌우를 비교하여 보면 Y0와 ω간의 상관관계가

X0와 φ의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검정 대상지를 촬영할 때 카메라의 각도를 수평방향으로만 틀어

주고(좌측 및 우측촬영 시), 수직 방향으로는 촬영 각도 변화를 주

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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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레인지 카메라의 단사진 표정은 검정 대상지로부터 거

리 3~4m의 좌측 및 우측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하여 수행할 경

우 보다 높은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거리 관측값을 추가

할 경우 보다 높은 정확도의 외부표정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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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사진 표정을 이용한 상대표정요소 도출 결과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를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

요소는 [표 6-5]과 같다. 검정 대상지의 유형과 거리 관측값 추가

여부에 따라 상대표정요소들 간에 상당한 수치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Y0, Z0, ω 및 φ의 경우 그 값이 매우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φ의 값을 4~10°사이의 수준으로 설정

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φ가 2~3°로 도출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X0 (m) Y0 (m) Z0 (m) ω (degree) φ (degree) κ (degree)

유형1
영상좌표 0.43114 -0.03969 0.09232 1.85738 2.94651 0.20107 

영상좌표 + 
거리값 0.41531 0.00192 0.04407 1.36052 2.64330 0.26252 

유형2
영상좌표 0.42259 -0.01382 0.05369 1.50443 2.61712 0.19384 

영상좌표 + 
거리값 0.41791 -0.01601 0.09938 1.60391 2.79246 0.24600 

유형3
영상좌표 0.40747 -0.00704 0.05997 1.39676 2.54455 0.23743 

영상좌표 + 
거리값 0.40434 -0.02586 0.07836 1.55929 2.40927 0.20878 

[표 6-5] 단사진 표정을 이용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

[그림 6-25] 단사진 표정을 이용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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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는 검정 대상지 유형과 거리값 추가 여부에 따른 상대

표정요소의 표준편차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X0, Y0, ω, φ에

서 높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유형1의 영상좌표 및 거리값을 이

용한 경우, 유형2의 영상좌표만을 이용한 경우, 그리고 유형3의 검

정 대상지를 사용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편차를 보였지만,

정밀도가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표준편차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정 대상지 유형 및 거리 관측값의 포함 여부에 따른 단사

진 표정의 정확도 및 정밀도의 변화 경향은 최종 상대표정요소 결

과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단사

진 표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카메

라의 외부표정요소 오차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각각

의 오차의 상쇄효과로 인하여 상대표정요소는 좀 더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있으며, 반대로 오차의 방향이 다를 경우, 외부표정요소

는 좀 더 정확하지만 상대표정요소의 정확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날 수 있다.

[그림 6-26]은 영상을 누적시켜가며, 거리값을 추가한 단사진 표정

을 수행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의 표준편차이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표준편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한 경향은 찾아볼 수 없

다. 다만, X0와 φ Y0와 ω가 상호간에 매우 유사한 표준편차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각 상호표정요소 간에 상관관

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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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누적영상에 따른 상대표정요소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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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블록 조정을 통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블록 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는 [표 6-6]과 같다. [그림

6-27]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검정 대상지 유형이나 거리 관측

값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단사진 표정에 비하여 일정한 수준의 상

대표정요소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카메라간의 거리를 약 40cm,

φ를 약 4~10°정도로 설정하였음을 생각할 때, 특히 거리값을 추가하

여 블록조정을 수행한 경우 단사진 표정에 비하여 매우 신뢰도 높

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거리값 
추가 
여부

검정 
대상지 
유형

X0 (m) Y0 (m) Z0 (m) ω 
(degree)

φ
(degree)

κ
(degree)

영상좌표

만 이용

유형1 0.46358 0.05384 0.08137 0.60234 5.38418 -0.46590

유형2 0.46418 0.05115 0.06436 0.52449 5.27177 -0.40214

유형3 0.45846 0.04536 0.04821 0.46883 5.22585 -0.39164

거리값 

추가

유형1 0.41894 0.02622 0.09768 0.74666 5.12442 -0.39098

유형2 0.42970 0.02896 0.06392 0.67475 5.16899 -0.25257

유형3 0.42067 0.01104 0.08658 0.64523 5.02255 -0.30901

[표 6-6] 블록 조정을 이용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

[그림 6-27] 블록 조정을 이용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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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X0, Y0, Z0의 경우 거리 관측값을 이용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에서 약 1~2cm의 크기 차이를 보였다.

ω의 경우 영상좌표 만을 이용한 경우 최대 0.15°의 차이를 나타내었

으며, 거리 관측값을 추가한 경우 약 0.1°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φ,

κ의 경우 0.1°~0.2°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6-28]는 블록 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간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거리 관측값 추가 여부에 상관없이 X0와 φ, Y0와

ω 간의 상관관계가 단사진 표정의 경우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리 관측값을 블록 조정에 포함한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0.5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8] 블록 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간 상관관계

[그림 6-29]는 블록 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의 표준편차

이며, 영상좌표와 거리 관측값을 모두 이용한 경우 영상좌표만을 이

용하여 블록 조정을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상대표정요소

의 표준편차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거리 관측값을 추가

하여 블록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상대표정 요소 도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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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블록 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의 표준편차 

[그림 6-30] 영상 누적에 따른 상대표정요소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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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은 2m~6m 중앙, 좌측, 우측에서 촬영한 영상을 누적시

켜가며 블록조정(거리값을 추가하여)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

의 표준편차 수준을 확인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모든 경우에 있어서 표준편차는 영상을 추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4m 또는 5m 이후의 영상을 추가한 경우 이후에

서 수렴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2~4m에서 촬영한 영상(카메라 당

9장씩)을 이용하여서도 모든 영상(카메라 당 18장씩)을 이용하여 도

출할 경우의 정확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6-31] 영상 누적에 따른 상대표정요소간 상관관계

[그림 6-31]은 영상을 누적 시켰을 때, 상관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검정 대상지 유형에 관계없이 검정대상지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영상이 추가될수록 상관관계가 증가하

고, 일정 수준에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영상에서

검정 대상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영상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나

타나는 경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영상의 일부분에만 지상 기준

점이 존재하게 되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영상이 추가됨에 따

라 나타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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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위치별(중앙, 좌측, 우측) 누적영상 사용 시 표준편차

한편 [그림 6-32]는 유형3 검정대상지를 중앙, 좌측, 우측에서 촬영

한 영상을 각각 누적시켜가며 확인한 표준편차의 그래프이다. 위치

에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을 누적시켜가

면서 X0, Y0, Z0의 경우 수렴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

종 수렴 수준은 [그림 6-30] 유형3의 경우보다 약 1~2mm 높은

6mm의 수준이다. 한편 ω, φ, κ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0.002°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의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실제 영상을 이용하여 수행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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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레인지 카메라의 거리 관측값을 포함하는 경우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보다 많은 영상을 이용하여 블록 조정을 수행할 경우 표준편차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상관관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

- 이에 따라 낮은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는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되, 영상 전체에 검정 대상지가 분포할

수 있도록 촬영 거리를 조정하여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약 2~4m 거리에서 촬영한 중앙, 좌측, 우측의 영상

(카메라 당 9장)을 사용할 경우, 모든 영상(카메라 당 15장)을 이

용하여 블록 조정을 수행한 경우와 비슷한 표준편차 수준을 확보

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이 영상의 일부분만을 선택할 경우 촬영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전체 영상을 활용할 경우보다 낮은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

다.

- 광학 카메라의 검정 대상지 유형은 블록 조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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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단사진 표정 및 블록 조정 결과 비교

실제 영상을 통하여 단사진 표정을 수행한 결과, 외부표정요소 X0

와 φ, Y0와 ω 사이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0.98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외부표정요소를 통하여 도출

한 상대표정요소의 정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결론

은 도출된 상대표정요소의 수준을 확인해 볼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기에 약 4~10°정도로 설정하였던 φ의 값이 2~3° 수준으

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단사진 표정의 결과는 신뢰도

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블록 조정을 이용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경우 검정 대상

지 유형 및 거리 관측값의 추가 여부에 관련 없이 비슷한 수치의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블록 조정을 이용한 경우

상대표정요소간 상관관계를 매우 효과적으로 낮춰줄 수 있었으며,

이는 각 상대표정요소가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도출된 상대표정요소 역시, 초기 설정하였던 상대표정

요소(카메라간의 거리나 φ의 각도 등)와 비교적 유사한 값을 나타내

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33]은 거리값을 추가하여 단사진 표정 및 블록 조정을 통

하여 구한 상대표정요소의 표준편차의 변화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

서 블록조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전반적으로 표준편차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ω및 φ의 경우 블록 조정을 이용하였을 경우

에 표준편차가 현저히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블록 조정을 통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의 정밀도가 더 높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값의 비교를 통하여 블록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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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단사진 표정 보다 정

확도 및 정밀도 높은 상대표정요소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33] 단사진 표정 및 블록 조정을 통하여 구한 상대표정요소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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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 조정을 이용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경우

에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상대표정요소간의 상관관계는 X0와 φ, Y0와 ω에서 높게 나타

난다. 최종적인 결과의 정확도는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낮추어 줄 수 있는가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검정 대상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광학 카메라 단사진

표정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표정요소의 정확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는 각 카메라 외부표정요소 오차간의 상쇄

효과 발생 및 레인지 카메라의 오차수준이 일반적으로 광학카메라

의 오차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영상의 촬영은 검정 대상지를 정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는 좌

측 또는 우측에서 촬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이는 평면 검정

대상지를 이용하여 광학 카메라 단사진 표정을 수행할 경우 효과적

이다. 하지만 이때 영상 전체에 검정 대상지의 지상기준점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한편 시뮬레이션에 비하여 실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

을 경우,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방법 및 검정 대상지의 변화에 따

른 상대표정요소 값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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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매우 이상적인 조건에서 예측 가능한 오차만을 고려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 영상을 통하여 시스

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다양한 추가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

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검정 대상지가 고르게 조명을 받지 못할

경우 빛에 의한 과노출 등에 의하여, 지상 기준점이 영상에서 정확

히 보이지 않아 영상 좌표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레인지

카메라의 적외선을 통하여 거리를 관측한다는 특성 상, 강한 조명은

적외선 값에 영향을 주어 거리 관측에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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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측정용 광학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단사진 표정 및 블록 조정을 이용한 두 가지의 방

법을 통하여 수행하고, 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보다 정밀히 수행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제작된 검정 대상지는

레인지 카메라와 광학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모두에 사용될 수 있으

며, 각 카메라 센서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여 보다 정밀한 시스템 캘

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안정적으로 정밀도 및 정확도 높은 상대표정요소 도출

을 위해서는 블록 조정 방법이 단사진 표정을 이용한 방법에 비하

여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및 실제 영상을 이용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 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상대표정요소 중 X0와 φ Y0와 ω 간의 상관관계가 일반적으

로 높게 나타나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낮추는 것이 캘리브레이션

의 정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거리 관측값을 추가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경우 효과적으로 상관관계를 낮출

수 있었다. 이는 상대표정요소에 관련된 수학적 조건이 추가되면서

도출될 수 있는 상대표정요소 조합의 선택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블록 조정의 경우, 보다 많은 영상을 포함할 경우 일반적으

로 낮은 표준편차 수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검정 대상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촬영된 영상이 추가될 경우, 도출되는 상대표정요소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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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검정 대상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높은 영상을 추가하여야 최종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

다.

넷째, 2~4m거리의 실제 영상(카메라 당 9장)을 이용하여 시스템 캘

리브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영상으로도 모든 영상

(카메라 당 15장)을 이용하여 도출한 상대표정요소와 유사한 표준편

차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의 경우 보다 낮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5m 이상의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의 경우 전체 영상에서 검정 대상지의 비율이 70~80%

이하로 감소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적합한 검정

대상지 설계 및 영상촬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카메라의 특징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검정 대

상지에 레인지 카메라용 원형 기준점과 광학카메라용 격자무늬 기

준점을 모두 설치하여 검정 대상지를 구성한다.

둘째, 검정 대상지의 크기는 카메라의 해상도 및 순간 시야각 그리

고 카메라와 검정 대상지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는 촬영된 영상에서 검정 대상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상 기

준점의 상이 영상 전체에 고르게 분포할수록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레인지 카메라의 지상 기준점은 검정색이 아닌 색으로 구성

한다. 검정색으로 지상 기준점을 표시할 경우, 거리 관측값 및 강도

영상의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는 빨간색 십자가 모

영을 흰색 원안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레인지 카메라용 지상 기준점

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간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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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브레이션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신뢰도 높

은 상대표정요소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종적으로

도출한 상대표정요소는 추후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영상의 융합에

사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밀한 실내 3차원 모델링 및 실내 측위

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경우, 정확한 참조값을 구할 수 없기에 표준편차 또는 상관관계를

통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추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는 광학 카메라용 검정 대상지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추후 레인지 카메라에 대하여서도 서로 다른 검

정 대상지를 구성하여 이를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영상 촬영 등의 실험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레인지 카메라의 경우 조명 및 실내 환경이 그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보다 정밀히 통제하여

실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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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최소제곱법

최소제곱법은 측량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오차 조정 방법

이며 확률 법칙에 근거를 하고 있다. 최소제곱법의 기본 조건은 동

일한 중량으로 측정한 모든 측정값에 대하여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조규전, 2003). 변수와 방정식이 많은

오차조정을 수행할 경우, 최소제곱법을 행렬식으로 구성하여 오차조

정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

(A-1)

수식(A-1)과 같은 방정식을 통하여 오차를 조정하려고 할 때, 수식

(A-1)은 수식(A-2)과 같이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제곱

법칙은 수식(A-3)를 만족시켜야 한다.











  
  




























































→   (A-2)




     

















   min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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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식(A-3)에   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수식(A-4)을

도출할 수 있으다. 가 최소값이 되도록 하려면 수식(A-4)의 편

미분방정식이 0이 되도록 최확값(X행렬의 성분값들)을 결정해주면

된다. 즉 수식(A-5)를 만족하는 X행렬은 전체 잔차값들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확값 행렬이 된다.

  
  

(A-4)




    

→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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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축차근사법

축차근사법은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에 근사해를 설정하고, 그 근

사해를 사용하여 더 정밀한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을 되풀이하여 그

근사의 정도를 높이는 계산법을 말한다.

 
 ∆   (A-6)

 

 ∆ (A-7)

수식(A-6)과 같은 테일러 전개 후 2차 이상의 항을 제거한 수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을 축차근사법을 통하여 해를 구하는 과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임의 초기값 x1을 식에 대입하면 식은 수식(A-7)과

같이 정리 되며, 이때의 △x1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x1이 임의로

지정한 임계값보다 클 경우 다음 추정해인 x2를 대입하게 되며, 이

때 x2 = x1 + △x1 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x1의 값이

지정된 임계값보다 작아질 때의 xi의 값을 F(x)의 해로 추정하게 된

다. 축차근사법은 많은 변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고정해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측량에 있어서 다

양한 변수들에 대한 오차 조정 및 근사해를 구할 경우 매우 효과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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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공선조건식(collinearity condition)

공선조건식은 임의의 점(또는 대상물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사진

상의 점 및 사진기의 촬영중심이 동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유복모, 2002). 즉 [그림 A-1]과 같이, 카메라의 투영중심

(perspective center)와 사진 상의 점(image point) 및 대상물의 점

(object point)이 동일한 직선상에 존재한다는 조건을 수학적으로 풀

어낸 것이 공선조건식이다. 일반적으로 공선조건식은 내부표정요소

및 외부표정요소로 구성된다. 이때 내부표정요소는 카메라의 주점

좌표(xp, yp) 및 초점거리(f)이며, 외부표정요소는 지상좌표계상의 카

메라 투영중심 위치(X0, Y0, Z0)와 영상 촬영각도(ω, φ, κ)로 이루어

져있다.

[그림 A-1] 공선조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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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공선조건(2)

[그림 A-2]에서 투영중심과 사진 상의 점을 있는 벡터와 투영중심

과 대상물의 점을 있는 벡터는 방향은 동일하고, 크기가 다른 벡터

이다.





























 (A-8)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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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sin 
  sin   cos

  








cos   sin 

  sin   cos

  








cos sin  

 sin  cos 
  

이때 지상좌표계를 X축, Y축, Z축 중심으로 각각 ω, φ, κ 만큼 회

전시켜 영상좌표계와 일치시킨 후, λ를 곱하여 벡터간의 크기를 맞

추어 주면 두 벡터는 같아지며, 이를 수식(A-8)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x, y는 사진 상의 점의 영상좌표이며, X, Y,

Z는 대상물의 지상좌표이며, M은 회전행렬이다. 수식 (A-8)를 정리

하여 풀어내면 다음과 같은 공선조건식이 도출된다.

         

      
(A-9-1)

         

      
(A-9-2)

공선조건식에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정오차는 편심오차, 방사방향오

차 및 어핀오차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좌표 x 및 y에 대한 정오차

∆,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된다.

∆ 













(A-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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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0-2)

이때   
      이며,    는 방

사방향오차 계수,  는 편심오차 계수,  는 어핀오차 계수

이다. 수식(A-10-1)과 (A-10-2)를 포함하여 공선조건식을 다시 전

개하면 수식(A-11-1), (A-11-2)와 같다.

∆ 

       

      
(A-11-1)

∆ 

       

      
(A-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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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광학카메라 단사진 표정 모델식 및 행렬구성

A.4.1. 광학카메라영상 단사진 표정 모델식

공선조건식을 6개의 외부표정요소인       및

관측값   로 표현하면 수식 (A-12)과 같다.

         

  ∆ 

    

    

(A-12-1)

         

 ∆

 

 

(A-12-2)

이때  는 광학영상에서의 대상물의 영상좌표, ∆∆는

정오차,  는 광학카메라의 주점의 좌표이다. 수식(A-12)는

      및       는 외부표정요소에

대하여 비선형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외부표정요소를 도출하기 위

해서는 테일러 전개(Taylor's Expansion)를 통한 선형화 과정이 필

요하다. 각 수식을 선형화하며 표시한 결과는 수식(A-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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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A-13-1)

 ∆ 

                 



 ∆ 

 ∆ 

 ∆ 

 ∆ 

 ∆



 ∆ 

 ∆ 

 ∆

 ∆

(A-13-2)

이때                는 광학카

메라의 외부표정요소 및 관측값의 근사값이다. 수식(A-13)을 이용하

여 6개의 외부표정요소를 도출하려면, 최소 3개 이상의 기지기준점

(control point)가 필요하며, 최소 제곱법과 축차근사법을 사용하여

외부표정요소를 도출하게 된다.

A.4.2. 광학카메라 단사진 표정을 위한 행렬 구성

광학카메라 영상의 i개의 점과 이에 해당하는 지상기준점의 좌표를

사용하여 단사진 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i개의

방정식에 대한 행렬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수식(A-13)의 우변과 좌

변은 수식(A-14)과 같이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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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14-1)

 


 





(A-14-2)

   ∆ 

                 

   ∆ 

                 

 


 





(A-14-3)

   



























   







































∆∆∆∆∆∆∆∆∆

(A-14-4)

수식(A-14)의 잔차 행렬(SM)을 i개의 점에 대하여 확장하면 수식

(A-1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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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 ,   ∆이며, SM1행렬은 근사

값을 대입하여 새롭게 계산한 x,y값과 실제 x,y값과의 차이 행렬이

며, SM2는 지상 관측값과 그 근사값의 차이 행렬이다.

계수 행렬(DM)의 경우 i개의 점에 대하여 확장하면 수식(A-16)과

같이 표현된다.

(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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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DM1행렬은 광학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에 대하여 방정식 F 및

G의 편미분 값을 배치한 행렬이며, DM2는 지상 관측값에 대한 방

정식 F 및 G의 편미분 값 행렬이다. 또한 DM3는 0행렬이며, DM4

는 지상 관측값 자체에 대한 편미분 값이다.

조정값 행렬(CM) 역시 i개의 점에 대하여 확장하면 수식(A-1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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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광학카메라 단사진 표정을 위한 행렬구성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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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레인지카메라 단사진 표정 모델식

A.5.1. 레인지카메라 단사진 표정 모델식

레인지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 도출은 광학카메라의 과정과 일반적

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선택적으로 거리 관측값 모델식을

추가할 수 있다. 수식(2-3-3)을 외부표정요소에 대한 함수로 표시하

면, 수식(A-18)과 같다.

       

 ∆


 


 




(A-18)

수식(2-10)은 비선형이므로, 테일러 전개를 통하여 선형화 하면 수

식(2-11)와 같이 표현된다.

∆     

 

 ∆

 ∆

 ∆



 ∆

 ∆

 ∆

(A-19)

이때      는 광학카메라의 외부표

정요소 및 관측값의 근사값이다. 최소 제곱법 및 축차근사법을 이용

하여, 수식(A-13-1) 및 (A-13-2), (A-19)을 풀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레인지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를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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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 레인지 카메라 단사진 표정을 위한 행렬 구성

레인지카메라 단사진 표정의 행렬식 구성은 기본적으로 광학카메

라 단사진 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관측된 거리값에 대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추가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거리 관측값에

대한 수식(A-19)은 수식(A-20)과 같이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 (A-20)

   ∆            

  



 























 











∆∆∆∆∆∆

레인지카메라 영상의 x, y좌표 및 거리 관측값에 대한 행렬을 i개의

점에 대하여 확장하여 정리하면 수식(A-21)부터 수식(A-13)과 같이

표현된다.

(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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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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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최종적인 레인지카메라 단사진 표정을 위한 계수 행렬(DM)구성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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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블록조정 수학적 모델

A.6.1 블록조정 모델식

광학카메라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레인지카메라의 상대표정요소를

설정할 경우, 광학카메라의 모델식은 단사진표정의 모델식과 동일하

게 구성된다. 반면 레인지카메라의 경우, 광학카메라 외부표정요소

      와 광학 카메라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레인지 카메라 위치인 상대표정요소       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게 된다.

              

   ∆   

               

            

(A-24-1)

              

  ∆   

               

            

(A-24-2)

           

  ∆    
    

    


(A-24-3)





















































(A-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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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4-5)

수식(A-24)는 광학 카메라 외부표정요소와 레인지 카메라 상대표

정요소 및 레인지 카메라의 지상 기준점 관측값으로 표현된 공선조

건식이다. 이때 xran, yran, xranp, yranp는 레인지카메라 영상좌표 및 주

점 좌표이며, △xran, △yran는 레인지카메라 영상의 정오차, 는

레인지카메라의 초점거리, Xranw, Yranw, Zranw는 대상물의 지상좌표

관측값이다. 비선형인 수식(A-24)를 선형화하기 위하여 테일러 전개

를 수행하면 수식(A-25)와 같이 표현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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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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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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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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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A-25-3)

이때       는 광학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

근사값이며,       는 상대표정요소의 근사

값이다. 위의 식을 최소 제곱법과 축차근사법에 의하여 풀어내어 광

학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와 상대표정요소를 도출 할 수 있다.

A.6.2. 블록조정을 위한 행렬 구성

(A-26)

광학카메라 및 레인지카메라 두 장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j개의 영

상 쌍에 대하여 블록조정을 할 경우 수식(A-25)는 수식(A-26)과 같

이 행렬로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각 행렬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1) 계수행렬의 구성

DMbundle 행렬은 광학카메라의 공선조건식, 레인지카메라의 공선조

건식 및 거리관측값 수식 및 광학 및 레인지카메라의 지상기준점

관측값에 대한 편미분값으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DM11~DM14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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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1행은 광학카메라의 공선조건식에 대한 편미분값이 들어가게

되며, DM21~DM24는 레인지카메라의 공선조건식에 대한 편미분값

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DM31~DM34가 위치하는 3행에는 레인지카

메라의 거리 관측값에 대한 편미분값이 위치한다. DM41~DM44 및

DM51~DM54가 위치하는 4행과 5행에는 각각 광학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의 지상 기준점에 대한 관측값에 대한 편미분 값이 위치한다.

한편 1열은 광학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에 대한 편미분값이 위치하

게 되며, 2열은 광학카메라를 기준으로 한 레인지카메라의 상대표정

요소값에 대한 편미분값을 배열한다. 3열과 4열은 광학카메라의 지

상기준점의 관측값에 대한 편미분값이 들어가게 된다.

(A-27)

DMbundle의 1행인 DM11~DM14 행은 수식(A-28)와 같이 구성된다.

DM11은 j 번째 광학카메라 영상의 외부표정요소에 대한 편미분값

이 배열되며, DM13은 공선조건식을 광학카메라 지상기준점의 관측

값으로 편미분한 값이 배치된다. DM12 및 DM14는 광학카메라 공

선조건식을 상대표정요소 및 레인지카메라 지상기준점의 관측값으

로 편미분한 값이 배치되는 행렬로써, 광학카메라 공선조건식은 상

대표정요소 및 레인지카메라 지상기준점의 함수가 아니므로 0행렬

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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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DMbundle의 2행인 DM21~DM24 행은 수식(A-29)와 같이 구성된다.

DM21행렬은 레인지카메라의 공선조건식을 j 번째 광학카메라 영상

의 외부표정요소로 편미분한 값이 배치된다. DM22행렬은 레인지카

메라의 공선조건식을 상대표정요소로 편미분한 값이 배치되며,

DM24는 레인지카메라의 지상기준점 관측값에 대한 편미분값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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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다.

(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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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M31~DM34은 수식(A-30)과 같이 구성된다. DM31은 레인

지 카메라의 거리 관측값 수식을 j 번째 광학카메라 영상의 외부표

정요소로 편미분한 값이 배치된다. DM32행렬은 레인지카메라의 거

리 관측값 수식을 상대표정요소로 편미분한 값이 배치되며, DM24는

레인지카메라의 지상기준점 관측값에 대한 편미분값이 배치된다.

(A-30)

DMbundle의 4행 및 5행은 수식(A-31)과 (A-32)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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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43, DM54행렬은 각각 광학카메라 및 레인지카메라의 지상기준

점 관측값을 미분한 값이 배치된며, 이외의 다른 행렬은 모두 0행렬

로 배치된다.

(A-31)

(A-32)

2) 조정값 행렬의 구성

CMbundle 행렬은 수식(A-33)과 같이 구성되며, CM1bundle은 j개 광

학영상 각각의 외부표정요소에 대한 조정값이 배치되며, CM2bundle은

상대표정요소에 대한 조정값이 배치된다. CM3bundle, CM4bundle는 각

각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지상 기준점 관측값에 대한 조정값이 배

치된다.

(A-33)



- 139 -

3) 잔차 행렬의 구성

SMbundle행렬은 수식(A-34)와 같이 구성되며, SM1bundle 및

SM2bundle은 광학 카메라와 레인지 카메라 j번째 영상에 기록된 지상

기준점의 영상좌표와 외부 및 상대표정요소 근사값을 대입하여 도

출한 영상좌표의 차이며, SM3bundle은 거리 관측값과 외부 및 상대표

정요소 근사값을 대입하여 얻어낸 거리값의 차를 배열한 행렬이다.

SM4bundle 및 SM5bundle은 각각 광학 및 레인지 카메라 지상기준점의

관측값과 그 근사값과의 차를 배열한 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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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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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계수 행렬(DMbundle)의 구성은 본문의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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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 Calibration between

Non-metric Optical Camera and

Range Camera

Choi won-seok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indoor 3D modeling has attracted attention in 

various fields, and the needs of its related research needs is 

increasing. Especially, indoor 3D modeling studies by using 

image fusion technique with different types of sensors are 

becoming a necessity. For a image fusion between two kinds 

of sensors, precise system calibration is essential. Therefore, 

system calibration was performed on the camera system 

consisting of non-metric optical camera and range camera in 

this study.

 Previous studies about system calibration between 

non-metric optical camera and range camera were mainly 

focused on constructing certain object in 3d model. And 

previous test-bed design was not sufficient for system 

calibration.

 In this study, test-bed for calibration was desig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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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metric optical camera 

and range camera. Also, relative orientation parameters were 

derived by performing a system calibration using single photo 

resection and block adjustmen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to reduce 

correlation between relative orientation parameters and 

standard deviation to obtain result with high accuracy.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rough block-adjustment method to get 

more reliable results. Finally, a efficient way to perform 

system calibration, test-bed design and image shooting 

methods were proposed.

keywords : Systen calibration, 3D-modeling, range camera,

single photo resection, block adjustment

Student Number : 201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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