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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측량,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 현실, 모션 캡쳐, 그리고 교통 관

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3차원 모델링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

다. 특히 멀티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모델링은 시스템을 구성

하는 센서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대한 깊이, 색상 그리고 온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3차원 모델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멀티 센서

시스템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백팩, 로

봇, 그리고 드론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멀티 센서 시스

템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센서 시스템의 효율성 확보 및 경량화

는 시스템 운용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어안 렌즈 카메라

와 3차원 라이다 등의 데이터 획득 효율성이 높은 센서를 활용한 멀

티 센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멀티 센서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의 수학적 모델식과 센서 간 상대적인

위치가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정확한 셀프 캘리브레이션 및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되

고 있는 멀티 센서 시스템은 정확한 캘리브레이션 수행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지니고 있다. 먼저 다수의 센서 시스템에서 사용

되고 있는 어안 렌즈 카메라는 일반 광학 카메라와 투영 모델이 다름

에도, 일반 광학 카메라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셀프 캘리브레

이션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광학 카메라와 구별되는 어안 렌

즈 카메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

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데이터 획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센서 간 시야각 중첩도가 최소

화되도록 설계된 멀티 센서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센서 간 시야각 중첩도를 최소화한 멀티 센서 시스템은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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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션 수행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색상 데이터와 깊이 데

이터 간 정확한 융합을 위한, 센서 간 시야각 중첩도가 낮은 멀티 센

서 시스템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는 크게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과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안된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낮추어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안 렌즈 투영 모델에 대한 분석 및 표정요소 간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하여 어안 렌즈 카메라의 경우 일반 광학카메라와는 다

른 방식으로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중요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를

낮출 수 있는 검정 대상지 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검정 대

상지를 이용한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영상 잔차

RMSE(Root Mean Square Error) 기준 0.56 및 0.67 픽셀의 높은 정

확도를 보였으며,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최대 0.75 수준을 나타내었

다.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의 제안은 어안 렌즈 카메라

와 라이다 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과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

션의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

이다 간 상대표정요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

이션을 제안하였다.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영상 기준

점과 라이다 평면 패치 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한 방법으로, i) 지

상 기준점 좌표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 없으며, ii) 라이다 평면 패

치의 일부만을 이용하여 해당 평면 위 모든 영상 기준점을 캘리브레

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라이다 간 시스템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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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이션 방법은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상대표정요소와 표

정요소의 편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간의 시

스템 캘리브레이션 결과와 정밀도를 이용하여 전역 최적화를 수행하

는 방법이다. 해당 방법은 센서 간 위치관계에 대한 제한조건 설정만

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센서에 대한 상대표정요소를 계산할 수

있으며, 구현이 용이하면서도 기존 방법들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도가 검증되었으며, 영상 잔차 RMSE 기

준 0.68에서 0.79픽셀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 제안된 셀프 캘리브레

이션 및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데이터 융합에 사

용되었으며, 제작된 융합 데이터는 기존 방법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

를 보였다.

본 연구는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과 시야각 중첩도

가 낮은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하고, 센서 간

데이터 융합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구현이 편리하고 효율적이

며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제안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어안 렌즈 카메라의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연구들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시간 또는 현장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주요어 : 멀티 센서 시스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어안 렌즈 카

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융합, 백팩형 모바일 플랫폼

학 번 : 2013-3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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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3차원 모델은 위치기반서비스, 측량,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조

적 안전 모니터링, 구조물 및 환경 모니터링, 증강 현실 구축, 모션

캡쳐, 공공 안전, 화재 대응 계획, 그리고 의료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3차원 모델 제작에 사용되는

멀티 센서 시스템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다(Chow et al.

2014).

멀티 센서 시스템은 다수의 센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설치하고 각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포함된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단종 센서 시스템(single-modal system)

과 다종 센서 시스템(multi-modal system)으로 나뉜다. 단종 센서 시

스템은 한 종류의 센서만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다수의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작된다. 반면 다종 센서 시스템은 서로 다

른 종류의 센서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색상 정보(RGB)를

제공하는 광학 카메라와 깊이 정보(depth)를 제공하는 라이다 센서로

구성된다.

단종 센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단종 센서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

며, 3차원 모델 제작에 사용될 경우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상에 특징점 정보가 부족하거나, 유

사한 텍스쳐가 반복되는 경우 제작된 3차원 모델의 정확도가 크게 낮

아지며, 다종 센서 시스템에 비하여 다수의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

에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Salina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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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센서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3차원 모델 제

작에는 주로 다종 센서 시스템이 이용된다. 다종 센서 시스템의 장점

은 크게 정확도 향상 부분과 시스템 설계 유연성 확보의 두가지 측면

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다종 센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제작할 경우, 제작된 모델은 단종 센서 시스템의 경우에 비하여 일반

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즉 다종 센서 시스템은 대상의 형태

를 보다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으며(Shim et al. 2012), 텍스쳐가

부족한 곳이나 깊이가 비연속적인 곳에서도 3차원 모델의 정확도가

감소하지 않는다(Nair et al. 2013). 다음으로 다종 센서 시스템은 시

스템을 구성하는 센서의 숫자가 단종 센서 시스템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적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에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 선택의 폭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하여 백팩, 드론, 로봇, 그리

고 차량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다종 센서 시스템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다종 센서 시스템은 데이터 획득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

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데이터 획득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법

은 보다 넓은 시야각을 지닌 센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

식이 있으며, 다음으로 센서 간 시야각 중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있

다. 이 같은 두 가지 방식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어 센서 시스

템의 데이터 획득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한다. 대표적으로 어

안 렌즈 카메라는 넓은 시야각을 통하여 빠르게 주변 지역에 대한 색

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Li 2016, Miyamoto 1964, Perfetti

et al. 2017)이 있기 때문에, 최근 다양한 멀티 센서 시스템에 사용되

고 있으며, 멀티 센서를 구성하는 어안 렌즈 카메라들 간에는 일반적

으로 시야각 중첩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한다.

멀티 센서 시스템의 데이터 융합은 셀프 캘리브레이션과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데이터 융합은 서로 다른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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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를 통

하여 참조 센서의 데이터에 매칭되는 다른 센서의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다. 이때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각 센서에 관련된 수학적 모델식

의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것이며,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센서 간 상

대적 위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다와 광학 카메라로 이루

어진 멀티 센서 시스템의 데이터 간 융합은 i) 라이다 셀프 캘리브레

이션, ii) 광학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iii)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iv) 라이다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

브레이션의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라이다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라이다의 종류, 시스템의 목적 등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진다. 라이다 센서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생

략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라이다의 점군 데이터에서

평면 등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할 때, 점군 데이터의 오차 수

준이 평면 등의 3차원 정보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되면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생략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정 객체의 움

직임 파악을 위하여 제작된 시스템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깊이

값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시스템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깊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라이다에 대한 셀프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Van den Bergh et al. 2011 and Munaro et al.

2016). 마지막으로 라이다 깊이 값의 디스토션이 운용 시간 그리고

주변 온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깊이 값의 디스토

션이 수학적 모델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셀프 캘리브레

이션이 생략될 수 있다(Lindner et al. 2007, Wu et al. 2009,

Borrmann et al. 2012, Mikhelson et al. 2014 and Munaro et al.

2016).

광학 카메라의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데이터 융합에 필수적이다. 광

학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는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계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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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표정요소를 이용하여 영상의 계통 오차(systematic error)가

모두 보정되어야 정확한 데이터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학 카

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대상 카메라의 투영 모델에 따라서 크게

원근 투영(perspective projection) 카메라 캘리브레이션과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원근 투영은 가장 일반적으

로 광학 카메라에 적용되는 투영법이며, 원근 투영 카메라의 셀프 캘

리브레이션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검증되어 왔다(Brown 1966, Beyer 1992, Fraser 1997 and

Remondino et al. 2006). 그러나 어안 렌즈 카메라의 경우는 큰 방사

방향 디스토션으로 인하여 최근에서야 3차원 모델링에 사용되기 시작

하였으며, 따라서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연구

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센서의 배치와 각 센서의 종류에 큰 영향

을 받는다. 멀티 센서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종 센서(광학-깊

이) 간에는 시야각의 중첩도를 높여 데이터 융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다. 센서 간의 높은 시야각 중첩도는 센서 데이터의 공

통 기준요소 확보와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에 용이한 조건을 제공

한다. 따라서 이종 센서 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관련 연구는 각

센서 데이터 특성을 보다 잘 활용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효율성

을 확보하고,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멀티 센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동종 센서들의 배치는 센서 간 시야

각 중첩도를 낮추어 보다 넓은 지역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

계된다. 센서 간의 낮은 시야각 중첩도는 공통된 기준점, 선 또는 면

등의 정보 부족의 원인이 되며,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수행 및 정확

도 확보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동종 센서 간 상대적 위치를 보다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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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라이다와 광학 카메라로 이루어진 다종 센서 시스템

데이터의 융합에 있어 광학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과 센서 간 시

스템 캘리브레이션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캘리브레이션

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밀한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과 멀티 센서 시스템 캘

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

터 융합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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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동향

멀티 센서 시스템의 데이터 융합을 위해서는 센서에 대한 셀프 캘

리브레이션 및 센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어

야 한다.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각 센서의 수학적 특성을 해석하는 것

으로, 내부 표정 요소(Interior Orientation Parameters)인 주점

(principal point)의 좌표, 주점 거리(principal distance), 그리고 디스

토션 파라미터(distortion parameters) 등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시스

템 캘리브레이션은 센서 간의 기하학적 위치관계를 해석하는 것으로,

상대 표정 요소(Relative Orientation Parameters)인 센서 간 변위와

회전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다.

내부표정요소와 상대표정요소는 한 번의 캘리브레이션 단계를 통

하여 계산되기도 한다. 특히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센서가 4대

이상일 경우, 한 번의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하여 내부표정요소와

상대표정요소를 함께 계산하는 것은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켜, 전체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Detchev et al.

2018). 하지만 내부표정요소와 상대표정요소를 함께 계산할 경우, 변

수의 증가에 따른 과모수화(over-parameterization) 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량 조건(ill condition) 또는 특이점(singularity)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Gruen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

모수화에 따른 불량 조건 및 특이점 현상을 방지하고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셀프 캘리브레이션과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을 독립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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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연구동향

최근, 어안 렌즈 카메라는 측량, 실·내외 3차원 모델링, 로봇공학,

증강현실, 그리고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Marković et al.(2014)과 Caruso

et al.(2015)은 SLAM 및 모바일 로봇 구현에 어안 렌즈 카메라를 활

용한 바 있으며, Sánchez et al.(2016)은 도심지 내비게이션 정확도 향

상에 어안 렌즈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Schöps et al.(2015)은 어안 렌

즈 카메라를 사용하여, 넓은 지역에 대한 3차원 모델 제작을 수행한

바 있다.

어안 렌즈 카메라는 영상의 외곽 부분을 중앙부에 비하여 압축적

으로 표현하여 넓은 지역에 대한 색상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시야

각이 크다는 장점과 영상에 강한 왜곡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안 렌즈 카메라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영상의 왜곡

을 보정하여야 한다(Mei et al. 2007 and Marcato Junior et al. 2015).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의 왜곡은 투영 모델과 렌즈 디스토션, 두

가지 성분에 의하여 나타난다. 투영 모델에 의한 왜곡은 어안 렌즈

카메라의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의도된 왜곡으로, 영상의 중앙에서

외곽 방향으로 갈수록 보다 큰 왜곡 효과를 나타낸다. 렌즈 디스토션

은 어안 렌즈 카메라를 포함하는 모든 광학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왜

곡 성분으로,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의도되지 않은 기술적 오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왜곡이다(Hughes et al. 2010). 렌즈 디스토션 모델

은 투영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는 방사 및 편심 왜곡 등에 대한 해석

을 제공하며, 이는 Beyer (1992), Brown (1966), 그리고 Fraser

(1997)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검증되어 왔다.

대표적인 어안 렌즈 카메라의 투영 모델로는 등거리(equid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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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입체각(equisolid angle), 정사(orthogonal), 그리고 스테레오

(stereographic) 투영의 4가지 모델이 있다(Miyamoto 1964, Ray 2002,

Abraham et al. 2005 and Kannala et al. 2006). 기존의 많은 연구에

서는 대표적인 4가지 투영 모델을 적용하여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

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FET(Fish Eye Transform) 모델 및

PFET(Polynomial Fish Eye Transform) 모델(Basu et al. 1993 and

Basu et al. 1995), FOV(Field Of View) 모델(Devernay et al. 2001),

그리고 Division 모델(Brauer-Burchardt et al. 2001 and Fitzgibbon

2001) 등의 다양한 어안 렌즈 카메라 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

서로 다른 투영 모델을 지닌 어안 렌즈 카메라의 셀프 캘리브레이

션은 다양한 연구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각 투영 모델이 실제 어안

렌즈 카메라의 방사방향 왜곡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음이 아래와 같

은 논문들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Li(2006)와 Chunyan et al.(2010)

등은 등거리 투영 모델과 렌즈 디스토션 모델을 적용하여, 파노라믹

카메라의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다. Hughes et al.(2010)

은 등거리 투영 어안 렌즈 카메라의 영상에서 선분 정보를 추출하여

소실점을 계산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왜곡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Sahin(2016)은 등거리 투영 모델을 사용하여, 휴대폰 카

메라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다. Schneider et al.(2008)

은 등입체각 모델의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로 구성된 멀티

센서 시스템을 제작하고, 각 센서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다. Perfetti et al.(2017)은 스테레오 투영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

레이션을 수행을 통해서 보정된 영상을 사용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3

차원 모델 제작을 수행하였다. 한편 Bakstein et al.(2002)은 스테레오

투영과 등입체각 모델을 혼합한 새로운 투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Xiong et

al.(2011)은 PFET-렌즈 디스토션 모델을 사용하여, 모바일 로봇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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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결정에 이용될 어안 렌즈 카메라에 대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다.

어안 렌즈 카메라의 각 투영 모델에 대한 검증 이외에도 투영 모

델 간의 비교 그리고 투영 모델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아

래와 같이 수행된 바 있다. Hughes et al.(2010)과 Schneider et

al.(2009) 등은 서로 다른 투영 모델의 다양한 어안 렌즈 카메라에 대

하여, 각각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정확도를 비교 검증한

바 있다. Schneider et al.(2009)은 4가지 대표적 투영 모델을 이용하

여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 어안 렌즈 카메

라의 실제 투영 모델이 아닌 모델을 사용할 경우 방사 왜곡의 보정은

렌즈 디스토션 파라미터 조정을 통하여 가능하지만 주점의 좌표나 초

점 길이 등의 내부 표정 요소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Hughes et al.(2010)은 대표적인 4가지의 투영 모델 및 FET, PFET,

FOV, 그리고 Division 투영 모델들 간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

를 비교 검증한 바 있다. 한편 Marcato Junior et al.(2015)은 어안 렌

즈 카메라 투영 모델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의 셀

프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다양한 어안 투영

모델들 및 원근 투영 모델을 모두 적용하여 스테레오 투영 카메라 셀

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근 투영 - 렌즈 디스토션 모델의 조합으로는 어안 렌즈 카메라 왜

곡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 투영 모델이 어안 렌즈 카메라의 방사 왜곡을

얼마나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하지만 다

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내부 표정요소, 외부 표정요소, 그리고 렌즈 디

스토션 파라미터들 간에 상관관계가 관찰된 바 있음에도(Schneider

et al. 2009, Marcato Junior et al. 2015 and Urban et al. 2015), 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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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셀프 캘리브레이션 결과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일반적인 광학 카메라(원근 투영

카메라)의 경우에도 관찰되는 현상이며, 일반 광학 카메라의 경우 다

양한 기존 연구를 통하여 파라미터간의 상관관계를 낮추기 위한 캘리

브레이션 방법론이 제시된 바 있다(Beyer 1992, Li et al. 1996,

Shortis et al. 1998, Habib et al. 2003, Remondino et al. 2006,

Schiller et al. 2008, and Fraser 2013). 하지만 어안 렌즈 카메라의

경우, 이와 같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어안 렌즈 카메라는 일반

광학 카메라와 투영 모델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어안 렌즈 카메라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안 렌즈 카메라의 셀프 캘

리브레이션 파라미터간 상관관계를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1.2.2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연구동향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원-스텝 방법(one-step method)과 투

-스텝 방법(two-step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원-스텝 방법은 센

서 간의 위치 관계가 좌표계 기준이 되는 센서의 외부표정요소들과

하나의 상대표정요소로 표현되며, 광속조정(bundle block adjustment)

을 통하여 바로 상대표정요소가 도출된다. 투-스텝 방법은 센서 간의

위치 관계가 좌표계 기준이 되는 센서의 외부표정요소들과 다른 센서

의 외부표정요소들로 표현되며, 각 센서의 외부표정 요소들은 각각의

광속조정을 통하여 계산된다. 이때 상대표정요소는 각 센서 외부표정

요소 간의 차이를 평균하여 계산된다. 원-스텝 방법이 결과 정확도

확보에 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은 Choi et al.(2018) 등과 같은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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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하여 검증된 바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원-스텝 방법을 이

용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다(Wu et al. 2009, Van

den Bergh et al. 2011, Zhu et al. 2011, Herrera et al. 2012, Shim et

al. 2012, Vidas et al. 2013, Mikhelson et al. 2014 and Hansard et

al. 2015).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연구는 센서 조합과 사용

된 기준요소에 따라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센서 조합을 기준

으로 크게 i)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그

리고 ii)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으로 부분으로 구분된다. 또

한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사용된 기준요소

에 따라서 강도(intensity) 영상을 이용한 점 대 점(point-to-point) 방

법, 라이다 데이터의 3차원 기준점을 이용한 점 대 점 방법, 선 대 면

(line-to-plane) 방법, 점 대 선(point-to-line) 방법, 그리고 점 대 면

(point-to-plane)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Taguchi et al. 2013).

강도 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광학 영상과 강도 영상에서 동시에 나

타나는 지상 기준점을 활용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된다.

Chen et al.(2016), Horaud et al.(2016), Pandey et al.(2015), Taylor

et al. (2015), 그리고 Zhang et al.(2012)은 강도 영상을 이용한 점 대

점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다. 강도 영상을 이용한 점

대 점 방법은 광학 카메라 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과 동일한 방식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현이 용이하며, 라이다 데이터에

서 특정 객체를 추출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강도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라이다 센서가 사용된 멀티

센서 시스템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강도 영상의 해상도가 낮을 경우

최종 정확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라이다 데이터의 3차원 점을 이용한 점 대 점 방법은 라이다 데이

터에서 추출된 3차원 기준점과 이에 매칭되는 광학 영상의 기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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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다. Park et al.(2014)과 Wang et

al.(2015)은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의 평면 타겟을 이용하여 점 대

점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타겟 모서리의 3차원

좌표를 라이다 데이터로 부터 추출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사용

하였다. Staranowicz et al.(2015)은 구 형태의 검정 대상지를 제작하

고, 깊이 데이터 및 광학 영상에서 구의 무게 중심점을 계산하여 기

준점으로 사용하였다. 이 같은 점 대 점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기준요소가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센서 간의 상대적 위치 관

계가 강하게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라이다 데이터에서 추

출한 평면 또는 구면의 정확도가 최종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선 대 면 방법은 주로 라이다 라인 스캐너 센서에 적용되는 방법

으로, 광학 영상에서 획득한 3차원 평면 정보와 라인 스캐너의 선분

정보를 이용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다. Pless et al.(2003)은

라인 스캐너와 광학 카메라로 이루어진 센서 시스템을 제작하고, 두

센서가 동일한 평면을 촬영할 경우, 라인 스캐너의 3차원 선분은 광

학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평면 위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용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제안한 바 있다. Bok et al.(2011)은 Pless et

al.(2003)이 제안한 선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3차원 선분이 평

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할 조건이 없을 경우, 시스템 캘리브

레이션의 정확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점 대 선 방법을

이용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제안하였다. Bok et al.(2011)은 검정

대상지 평면을 촬영한 깊이 데이터에서 획득한 선분의 양 끝 점은 검

정 대상지 모서리 선분위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하 조건을 이용한 점

대 선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Bok et al.(2014),

Cramer(2014), 그리고 Song et al.(2016)은 점 대 선 방법을 사용하여

멀티 센서 시스템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다. 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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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법은 선 대 면 방법에 비하여 높은 기하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깊이 데이터의 해상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추출된 3차원 선분의 정확도가 낮아질 경우에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의 정확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점 대 면 방법은 깊이 데이터의 특정 평면 위 점들을 광학 카메라

로 재투영(re-projection)할 때, 모든 점들은 광학 영상의 해당 평면

위로 투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이용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다. Lee et al.(2016)과 Mirzaei et al.(2012)은 3차원 라이다와 파노라

믹 카메라 간에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점 대 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3차원 선분과 2차원 선분 정보를 이용한 방법(Moghadam

et al. 2013), 3차원 평면과 평면 정보를 이용한 방법(Shin et al.

2012), 그리고 선 대 면, 면 대 면 조건을 모두 이용한 방법(Owens

et al. 2015) 등 다양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이와 같은 3차원 선 또는 면을 이용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강도 영상이 제공되지 않는 라이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기준 선 또는 면들이 서로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울 경우,

센서 간 위치관계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 선이나 면의 배치를 사전에 정밀히 계획할 필요가 있다.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기존 연구

들에서는 점, 선, 그리고 평면 등의 다양한 기준요소를 이용하여 제약

조건(constraints)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

가 연구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기존의 방법들은 각 기준요소

에 매칭되는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증가시킨다. 다음으

로 라이다 데이터로 부터 추출된 기준 요소들의 정확도가 최종 시스

템 캘리브레이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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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라이다 데이터의 3차원 점을 이용한 점 대 점 방법 또는 점

대 면 방법 등은 평면 타겟의 라이다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해당 평

면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점

대 점 또는 점 대 면 방법의 경우,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에 라이

다 데이터에서 추출된 평면의 모서리 점이 사용되며, 이를 정확히 획

득하기 위해서는 라이다가 해당 평면 전체를 높은 해상도로 스캔한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캘리브레이션용 검정지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타겟을 다양한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도록 구성되며, 이 때문에 평면

의 일부분에 대한 정보만이 획득되거나 라이다 점군 데이터의 해상도

가 낮아질 수 있다.

멀티 센서 시스템에 장착된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관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라이다 간 시야각 중첩이

매우 낮아, 공통되는 기준요소가 부족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수행

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기존 연구(Weingarten

et al. 2006, Paparoditis et al. 2012, Trevor et al. 2012, Kim 2013,

Lauterbach et al. 2015 and Nüchter et al. 2015)에서 라이다 간의 시

스템 캘리브레이션이 생략된 바 있다. Paparoditis et al.(2012)은 3개

의 3차원 라이다와 광학 카메라로 구성된 모바일 맵핑 시스템을 제작

하고, 라이다 간 상대적 위치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설정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Lauterbach et al. (2015), Nüchter et al. (2015),

그리고 Trevor et al. (2012)은 2D 라인 스캐너와 3D 라이다로 구성

된 센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때, 2D 스캐너는 시스템의 위치정보

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센서 간 상대표정요소를

계산하지 않았다. Weingarten et al.(2006) 역시 위치정보 확인에 사

용되는 라이다 1대와, 깊이 정보 획득에 사용되는 라이다 간에 상대

표정요소를 계산하지 않고, 시스템을 운용하였다. Bok et al.(2011)은

4대의 광학 카메라와 2대의 라이다로 이루어진 멀티 센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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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Bok et al.(2011) 멀티 센서 시

스템의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생략하고, 두 개의 참조 좌

표계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Corso et al.(2013)과 Kim(2013)은 2D 라인 스캐너 간의 상대표정

요소를 계산하지 않고, 2D SLAM을 통하여 등록된 각 스캐너 데이터

를 ICP(iterative closest points)를 이용하여 정합하였다. 한편

Corso(2013), Chen et al. (2016), 그리고 Smith(2012)은 각각 2D 라인

스캐너 간, 다수의 키넥트 센서 간, 그리고 3차원 라이다 간의 상대적

위치를 ICP를 통하여 계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은 라이다 간의 시야각 중첩도가 높은 편이였기 때문에, 일반

적인 멀티 시스템에 그 결과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ICP는

상대표정요소의 초기 설정 값에 매우 민감하고, 지역 최적해(Local

minimum)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Taguchi et al.

2013), 안정적인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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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멀티 센서 시스템 데이터를 이용하여 높은 정확도의 데

이터 융합을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데이터 융합의 핵심

과정인 셀프 캘리브레이션과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각각의 정확도 향

상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1-1]은 본 연구의 목적, 대상, 세부 목표, 그리고 연구 내용 등

을 보여준다. 연구 내용은 크게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부분과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어안 렌즈 카메라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소개하고, 시야각 중첩도가 낮은 라이다

간의 상대표정요소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검

증되었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모든 파라미터의 참값을 연구자가 사전

에 결정하고, 각 파라미터의 정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때

문에 시뮬레이션은 캘리브레이션 방법의 수학적 신뢰도를 명확히 판

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 방법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실제 실험을

진행하여 제안 방법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모든 실험은 직접 제작

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사용

법 등은 부록 A.4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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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멀티 센서 시스템 데이터 융합

대상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로 구성된 멀티 센서 시스템

세부 목표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 향상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정확도 향상

연구 내용

(세부 목표

달성 방법)

·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 어안 렌즈 카메라에 적합한

검정

대상지 제안

· 어안 렌즈 카메라-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 제안

· 라이다-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 제안

제안 방법

검증
시뮬레이션 및 실제 실험

[표 1-1] 연구의 목적과 세부 목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멀티 센서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한다. 다음으로 3장과 4장에서는 어

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및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

션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데이터 융합에 관련

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각 장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멀티 센서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멀티 센서 시스템은 백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안

렌즈 카메라 2대와 라이다 2대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어안 렌

즈 카메라와 라이다 각각의 제원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센서

가 플랫폼에 배치된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어안 렌즈 카메라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

석하고,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어안

렌즈 카메라의 내부 표정 요소와 외부 표정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관찰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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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표정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

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한다. 먼저 멀티 센서 시

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간 위치관계 해석 방법을 설명하고, 라이다 센

서 간 상대표정요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다음으로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하고,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시된 방법의 정확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실

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한 최종 검증을 수

행한다.

5장에서는 멀티 센서 시스템 데이터 융합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한다. 데이터 융합에는 3장과 4장에서 계산된 어안 렌

즈 카메라 내부표정요소 및 센서 간 상대표정요소가 사용되었으며,

데이터 융합의 정확도는 i) 색상 정보와 깊이 정보 간 융합의 정확도

그리고 ii) 깊이정보 간 융합의 정확도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마지막 6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내용, 결과, 그리

고 의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제안된

각 캘리브레이션의 결과, 장점, 그리고 활용에 대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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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 센서 시스템의 구성

멀티 센서 시스템의 센서 구성과 배치는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대

상과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방법을 결정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센서의 제원, 특징 그리고 센서의 배치에 대하여 설명

한다.

2.1 어안 렌즈 카메라의 제원 및 특징

멀티 센서 시스템에는 총 2대의 어안 렌즈 카메라가 사용되었다.

어안 렌즈는 등입체각 투영 모델을 지는 Sunnex DSL315 렌즈가 사

용되었으며, 카메라 바디는 2448×2048 픽셀 크기로 영상을 획득하는

Chameleon3 5.0 MP Color USB3 Vision 모델이 사용되었다([그림

2-1], [표 2-1]). 해당 카메라는 외부에서 구동되는 카메라 셔터 버튼

이 없는 모델로, 센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로 부터 신호를 받아

촬영이 이루어진다.

[그림 2-1] 멀티 센서 시스템에 사용된 어안 렌즈(좌)와 카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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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안 렌즈 카메라

모델명 Sunnex DSL315
Chameleon3 5.0 MP

Color USB3 Vision

투영 모델
등입체각 투영

(equisolid angle projection)

영상 크기

(pixel)
2448 × 2048

픽셀 사이즈 (mm) 0.00345

초점 거리

(mm / 명목값)
2.67

[표 2-1] 어안 렌즈와 카메라의 제원

2.2 라이다 센서의 제원 및 특징

멀티 센서 시스템에는 총 2대의 라이다가 사용되었으며, 해당 라이

다의 모델명은 Velodyne HDL-16E이다([그림 2-2]). 연구에 사용된

라이다는 수평방향 360°의 시야각으로 0.1°에서 0.4°의 간격마다 깊이

값을 획득하며, 수직방향으로는 30°의 시야각, 2°의 해상도를 지니고

있다([표 2-2]).

[그림 2-2] 멀티 센서 시스템에 사용된 라이다

(Velodyne HDL-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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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Velodyne HDL-16E

채널 16

시야각
수평 360°

수직 30° (±15°)

해상도
수평

0.1°(5Hz)

0.2°(10Hz)

0.4°(20Hz)

수직 2°

촬영 범위 최대 100 m

정확도 (명목) ± 3 cm

크기 104 mm × 72 mm

무게 0.83 kg

[표 2-2] 라이다 센서 제원

2.3 센서 시스템 구성 및 센서 배치

연구에 사용된 멀티 센서 시스템은 백팩형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

으로 제작되었으며, 시스템 제어용 컴퓨터를 통하여 데이터 획득 및

저장이 이루어진다([그림 2-3]). 시스템의 제어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용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광학 카메라 기준 1

초 주기로 촬영이 이루어진다. 시스템은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 깊이

데이터, 그리고 각 센서 데이터의 타임 스탬프 정보를 제공한다.



- 22 -

[그림 2-3] 백팩형 멀티 센서 시스템의 구성

운용시스템 크기 무게

어안 렌즈

카메라

촬영 주기

window 10

1.0m (높이)

0.5m (폭)

0.6m (가로)

17 kg 1초

[표 2-3] 백팩형 멀티 센서 시스템 제원

어안 렌즈 카메라는 시스템의 좌측과 우측을 바라보도록 배치하였

으며, 라이다1([그림 2-3])을 기준으로 약 20cm의 거리를 두고 설치

되었다. 한편 라이다는 시스템의 위쪽(라이다 1)과 뒤쪽(라이다 2)에

설치되었다. 라이다 1은 촬영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되었으며, 라

이다 2는 수평방향을 기준으로 약 60도의 각도로 설치되었다. [그림

2-4]는 멀티 센서 시스템의 데이터 획득 범위를 보여준다. 붉은색과

초록색 원은 각각 어안 렌즈 카메라의 촬영 범위이며 하늘색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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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점은 각각 라이다의 촬영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을 통하여 두 대

의 어안 렌즈 카메라 간에 중첩된 영역 없이 주변 지역을 상호보완적

으로 촬영하고 있으며, 두 대의 라이다 간에도 상호 보완적으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멀티 센서 시스템의 데이터 획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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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멀티 센서 시스템 데이터 간 융합을 위해서는 셀프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단계가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

라서 3장에서는 먼저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대하여

설명한다.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

로 진행된다. 먼저 3장 1절에서는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수

행 시에 고려해야할 중요 사항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

다. 2절에서는 투영 모델 그리고 투영 모델 편미분 식 등의 어안 렌

즈 카메라와 관련된 주요 수학 모델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검정 대상지의 변화가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에서는 각각 시뮬레이션과 실

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

이션에 적합한 검정 대상지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3.1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이론적 배경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센서의 내부표정요소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내부표정요소에는 주점 좌표(xp, yp), 주점 거리(f), 그리고 디스토션

파라미터가 포함된다. 이때 주점은 카메라 투영 중심에서 영상 평면

에 내린 수직선이 영상 평면과 만나는 점이며, 주점 거리는 투영 중

심에서 주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그림 3-1]). 셀프 캘리브레이션

을 통하여 내부표정요소가 모두 정확하게 결정되면, 센서와 촬영 대

상 간의 위치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셀프 캘리브레이션

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는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그리고

영상 기준점의 분포 등이 있다(Remondino et al. 2006).



- 25 -

[그림 3-1] 광학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

3.1.1 셀프 캘리브레이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 선형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Danko

Nikolić et al. 2012). 즉 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지를 나타낸다. 이때 변수들이 함께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 한쪽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쪽 변수가 감소할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표현한다.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있어 표정요소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

는 것은 하나의 표정요소의 변화량을 다른 표정요소가 흡수하여 전체

방정식을 만족 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방정식을 만족 시키는

참값 이외에도 다수의 지역 최적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셀

프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계산된 표정요소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

다는 것을 뜻한다.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표정요소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 [그

림 3-2]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2]의 (a)는 셀프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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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이션 수행 시에 외부표정요소(EOP)와 주점 좌표(f) 간에 발생

한 상관관계에 의하여 지역 최적해(EOP1, f1)가 나타난 상황을 보여준

다. 계산된 지역 최적해가 카메라와 객체 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그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의 (b)

는 촬영 지역 또는 대상이 바뀌었을 경우 (a)에서 계산된 지역 최적

해가 카메라의 위치와 객체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지역 최적해 현상이

나타날 경우, 도출된 표정요소는 캘리브레이션 당시의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 간의 관계는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획득

상황에서 나타나는 객체와 카메라 간의 관계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

게 될 수 있다.

[그림 3-3]은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1또는 –1에 가까울 때, 셀

프 캘리브레이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정요소의 발산 현상을 보여준

다. 상관관계가 최대치(±1)에 가까울 경우, 카메라 위치와 지상 기준

점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표정요소 조합은 무한히 많아진다.

이때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면 최소제곱-광속조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고 표정요소가 발산하게 된다. 따라서 표정요소 간 상관

관계를 낮추는 것은 셀프 캘리브레이션 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다.

원근 투영 카메라 표정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Atkinson 1996, Gruen et al.

2001, El-Hakim et al. 2003). 기존의 방법들은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

간의 상대적인 위치와 방향을 조정하여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유리한

네트워크 기하구조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를 낮

추고 있다. 대표적인 기존 방법으로는 i)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촬영

한 영상을 사용하고 ii) 검정 대상지를 대각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 등

이 있다(Remondino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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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a) 지역 최적해 현상이 나타난 셀프 캘리브레이션 결과 (b) 지역

최적해의 문제점

[그림 3-3] 셀프 캘리브레이션에서 관찰되는 표정요소의 발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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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영상 기준점과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

영상 기준점은 검정 대상지에 배치된 지상 기준점에 대응되는 영

상점을 의미하며, 영상 기준점의 숫자와 분포는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영상 기준점

이 영상 전반에 고루 분포할 경우, 그리고 동일한 지상 기준점을 촬

영한 영상이 많을수록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는 증가한다

(Remondino et al. 2006). 각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다수의 영상 기준점이 영상에 고르게 분포할수록, i) 셀프

캘리브레이션 수행에 보다 유리한 네트워크 기하구조(내부표정요소,

외부표정요소, 그리고 지상 기준점 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확보할 수

있으며, ii) 영상 전반의 디스토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디스토

션 파라미터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 기준점에 대응되는 영

상 기준점이 몇 장의 영상에 나타나는 지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상 기준점은 최소 두 장 이상의 영상에서 대응되는

영상 기준점이 나타나야 캘리브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응되는

영상 기준점이 많은 지상 기준점일수록 캘리브레이션에 긍정적인 효

과를 미친다(Remondino et al. 2006).

3.1.3 검정 대상지 구성

표정요소의 상관관계와 영상 기준점의 분포 및 배치는 모두 셀프

캘리브레이션 수행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이며, 이 두 요소는

모두 검정 대상지 구성 및 배치와 연관성이 높다. 상관관계의 경우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 간의 상대적 위치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낮출

수 있으며, 영상 기준점 역시 검정 대상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

라서 기준점의 수와 분포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검정 대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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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그리고 검정 대상지를 촬영하는 방식은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

경을 토대로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를 향상시

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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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안 렌즈 카메라의 수학적 모델

광학 카메라의 수학적 모델은 투영 모델식(부록 A.1)과 렌즈 디스

토션 모델식으로 구분된다. 광학 카메라의 대표적인 투영 모델은 원

근 투영(일반 광학 카메라), 등거리, 등입체각, 정사, 그리고 스테레오

투영 모델(어안 렌즈 카메라)이 있으며, 각 모델은 카메라 영상의 좌

표와 기준점의 좌표,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인 외부표정요소로 표현된

다. 렌즈 디스토션 모델은 일반 광학 카메라와 어안 카메라 모두 동

일한 모델을 사용하며, 카메라 렌즈에 의한 방사 및 편심 왜곡 등을

설명한다. 본 절에서는 광학 카메라의 투영 모델과 디스토션 모델의

수학적 모델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편미분을 수행하였다.

3.2.1 어안 렌즈 카메라의 투영 모델

수식 (3-1)부터 (3-4)는 각 지상 기준점(ground control points)의

좌표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는 수식이다. U, V, W는 카메라 좌표

계로 변환된 기준점의 좌표이며, X, Y, Z는 지상 좌표계(ground

coordinates)로 표현된 기준점 좌표이다. X0, Y0, Z0, ω, φ, κ는 외부

표정요소의 3차원 위치(X0, Y0, Z0)와 회전(ω, φ, κ) 성분이며, M은

3차원 회전행렬이다.

     (3-1)

     (3-2)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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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투영 모델을 따르는 카메라의 영상좌표 x, y는 수식 (3-5)부터

(3-13)과 같이 계산된다. 이때 f는 초점 길이, xp, yp는 주점 좌표, r은

주점 좌표로 부터 영상 좌표까지의 거리, 그리고 는 지상 기준점의

입사각이다.

   


 (3-5)

    


 (3-6)

     (3-7)

원근 투영 :    tan  (3-8)

등거리 투영 :    (3-9)

등입체각 투영 :   sin


(3-10)

정사 투영 :   sin  (3-11)

스테레오 투영 :    tan


(3-12)

  arctan


(3-13)

렌즈 디스토션의 수학적 모델식은 수식 (3-14)부터 (3-18)과 같다.

여기서 Δx와 Δy는 영상좌표 x와 y의 디스토션이다. K1, K2, 그리고

K3는 방사 왜곡(radial distortion) 파라미터이며, P1과 P2는 편심 왜곡

(decentering distortion) 파라미터, 그리고 A1과 A2는 영상의 왜도

(skewness)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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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3-15)

 (3-16)

  (3-17)

   (3-18)

최종 광학 카메라의 수학적 모델식은 투영 모델식 (3-5)와 (3-6),

그리고 디스토션 모델식 (3-14)와 (3-15)를 이용하여 표현된다. (수식

3-19)와 (3-20)는 최종 정리된 광학 카메라의 수학적 모델식으로, 광

학 카메라의 영상 좌표 x, y가 내부표정요소, 외부표정요소, 그리고

렌즈 디스토션으로 표현된다.

 


 ∆ (3-19)

    


 ∆ (3-20)

3.2.2 투영 모델 편미분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점 좌표 및 초점거리와 외부표정요소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식 (3-19)와 (3-20)에 대한 편미분을 수행하

였다. [표 3-1]은 xp, yp와 외부표정요소 X0, Y0 간의 편미분 수식을

보여준다. 이때 는 지상 기준 좌표 X와 외부표정요소 X0의 차이며,

는 지상 기준점 좌표 Y와 외부표정요소 Y0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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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 φ = κ = 0°






     


cos sin   (3-21)







 



cos sin  (3-22)

(원근투영 카메라 : 


)







 



cos sin  (3-23)

(원근투영 카메라 : 


)






     


cos sin   (3-24)

ω = φ = 0°, κ = 90°







 



cos sin  (3-25)

(원근투영 카메라 : 


)






     


cos sin   (3-26)




 


     


cos sin   (3-27)






 



cos sin  (3-28)

(원근투영 카메라 : 


)

[표 3-1] 투영 모델 편미분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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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점거리와 외부표정요소 Z0의 편미분은 수식 (3-29)와 같이

정리 된다. 이때 ω와 φ는 0°로, 주점 좌표 xp와 yp는 0으로 설정되었

다.




 







cos sin
 (3-29)

[표 3-1]의 편미분식과 수식 (3-29)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보이

며, 이는 일반 광학 카메라와 어안 렌즈 카메라의 표정요소 간 상관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각 특성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근 투영 카메라, 즉 일반 광학 카메라의 경우, 수식 (3-22),

(3-23), (3-25), 그리고 (3-28)는 모두 0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편미

분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표정요소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일반 광학 카메라의 경우. κ가 0°일 경우, xp와 Y0 간, yp와

X0 간의 상관관계가 없으며, κ가 90°일 경우, xp와 X0 간, yp와 Y0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도된 모든 표정요소 간 편미분식은 내부에 주점 좌표로 부터 영

상 좌표까지의 거리(r)를 입사각(ϴ)으로 편미분한 부분(

)을 포함하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광학 카메라의 투영 모델에 따라서,

표정요소간의 상관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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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셀프 캘리브레이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표정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자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에

결정된 외부표정요소(X0, Y0, Z0, ω, φ, κ), 기준점 좌표(X, Y, Z), 그

리고 내부표정요소를 이용하여 영상 기준점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표정요소 2개(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참

값을 수식 (3-19) 및 (3-20)에 대입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정요소 하나

의 값을 변화시켜 가며 수식 (3-19) 및 (3-20)를 만족시키는 다른 표

정요소의 값을 계산하고, 도출된 표정요소 두 개 간의 상관관계를 계

산하였다.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그림 3-4]의 (a)와 (b)와 같은 두 가지 경

우에 대하여 계산되었다. [그림 3-4]의 X, Y, 그리고 Z축은 지상 좌

표계의 각 축(mm), 각 평면은 검정 대상지를 의미한다. 먼저 높이

3m 그리고 폭 4m 크기의 평면 형태 검정 대상지를 –45°에서 45° 까

지 1도 간격으로 회전 시켜가며([그림 3-4] (a)) 상관관계를 계산하였

다. 다음으로 [그림 3-2]와 같이 검정 대상지의 형태가 V, 평면, 그리

고 A형태([그림 3-2] (b))와 같이 바뀌었을 때 각 표정요소간의 상관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검정 대상지 형태 그리고 κ값 기준으로 계산된 각 표정요소의 조

합은 [표 3-2]와 같이 분류되었다.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 경우는 표에

같은 색상으로 표기되었으며, 주점 거리 f와 Z0간의 상관관계는 κ값

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검정 대상지 형태마다 각각 하나의 경우

로 표시되었다(<케이스 1-5> 그리고 <케이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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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설정

(a) 평면 검정 대상지 회전 (b) 검정 대상지 모양 변경

표정요소

조합

검정 대상지 회전 검정 대상지의 모양 변화

κ=0° κ=90° κ=0° κ=90°

xp - X0 <케이스 1-1> <케이스 2-1> <케이스 3-1> <케이스 4-1>

yp - X0 <케이스 1-2> <케이스 2-2> <케이스 3-2> <케이스 4-2>

xp - Y0 <케이스 1-3> <케이스 2-3> <케이스 3-3> <케이스 4-3>

yp - Y0 <케이스 1-4> <케이스 2-4> <케이스 3-4> <케이스 4-4>

f - Z0 <케이스 1-5> <케이스 3-5>

[표 3-2] 상관관계 분석 케이스별 이름

3.3.1 평면 형태 검정 대상지에서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검정 대상지를 회전시킨 경우([그림 3-4] (a))의 주점 좌표와 X0,

Y0 간, 그리고 초점 거리와 Z0 간의 상관관계는 [그림 3-5]부터 [그

림 3-8]을 통하여 설명된다. 각 그림의 x축은 검정 대상지를 회전 시

킨 각도, y축은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또는 편미분 값의 표준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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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그래프의 실선 및 점선들은 검정 대상지에서 카메라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림 3-5]와 [그림 3-6]은 <케이스 1-1>, <케이스

1-4>, <케이스 2-2>, <케이스 2-3> 그리고 <케이스 1-5>에서 나타

나는 상관관계와 편미분값의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그림 3-7]과 [그

림 3-8]은 <케이스 1-2>, <케이스 1-3>, <케이스 2-1>, <케이스

2-4>, <케이스 3-2>, <케이스 3-3>, <케이스 4-1>, 그리고 <케이스

4-4> 경우의 상관관계와 편미분 값의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그림 3-5]는 카메라가 검정 대상지를 촬영하는 각도와 거리에 따

라서 xp와 X0, yp와 Y0, 그리고 f와 Z0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메라가 검정 대상

지를 수직으로 바라볼 때(검정 대상지의 φ가 0일 때) 내부표정요소와

외부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가장 높게 나타나며, 카메라가 검정 대

상지를 대각 방향으로 바라볼 때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이 같은 경향

은 증·감의 크기 차이는 있지만 투영 모델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 간의 거리(Z-Z0)가 가까울

수록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낮아진다. 다만 원근 투영 모델 카메라

가 검정 대상지를 수직으로 촬영했을 때, 카메라-검정 대상지 거리에

상관없이 상관관계는 최대수치인 1을 나타내었다.

[그림 3-6]은 편미분 값들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표정요소 간 상관

관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방정식(각 지상 기준점에 대응

되는 모델식)을 만족시키는 표정요소 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수

록 셀프 캘리브레이션에서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것으

로 해석된다.

[그림 3-7]과 [그림 3-8]의 경우, 상관관계와 편미분 값이 모두 0에

매우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한 표정요소의 변화가 다른 표정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아서, 두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0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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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xp와 X0, yp와 Y0, 그리고 f와 Z0 간의 상관관계

(κ=0°, 검정 대상지 회전) (a) 원근 투영 (b) 등거리 투영 (c)등입체각

투영 (d) 정사투영 (e) 스테레오 투영

[그림 3-6] 


, 


, 그리고 


의 표준편차

(κ=0°, 검정 대상지 회전) (a) 원근 투영 (b) 등거리 투영 (c)등입체각

투영 (d) 정사투영 (e) 스테레오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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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xp와 Y0 그리고 yp와 X0 간의 상관관계

(κ=0°, 검정 대상지 회전) (a) 원근 투영 (b) 등거리 투영 (c)등입체각

투영 (d) 정사투영 (e) 스테레오 투영

[그림 3-8] 


그리고 


의 표준편차

(κ=0°, 검정 대상지 회전) (a) 원근 투영 (b) 등거리 투영 (c)등입체각

투영 (d) 정사투영 (e) 스테레오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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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검정 대상지 형태 변화에 따른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검정 대상지 모양을 바꾼 경우([그림 3-4] (b))의 표정요소 간 상관

관계와 편미분 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그림 3-9]와 [그림 3-10]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각 그림의 x축은 검정 대상지를 회전 시킨 각

도, y축은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또는 편미분 값의 표준편차를 나타

내며, 그래프의 실선 및 점선들은 검정 대상지에서 카메라까지의 거

리를 의미한다. <케이스 3-1>, <케이스 3-4>, <케이스 4-2>, <케이

스 4-3> 그리고 <케이스 3-5>의 경우가 [그림 3-9] 그리고 [그림

3-10]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3-9]에서 가장 주목할 특징은, 원근 투영 모델과 다른 4가지

투영 모델(어안 렌즈 카메라 투영 모델)의 변화 경향이 크게 다르다

는 점이다. 즉 원근 투영의 경우 검정 대상지를 회전시킨 경우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어안 렌즈 카메라 투영 모델의 경우에는 V

형태, 평면형태, 그리고 A형태의 검정 대상지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

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검정 대상지의 형태를 변화시킨 경우에도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와

편미분 값의 표준편차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그림

3-10]에서 편미분 값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

났으며, 편미분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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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xp와 X0, yp와 Y0, 그리고 f와 Z0 간의 상관관계

(κ=0°, 검정 대상지 형태 변화) (a) 원근 투영 (b) 등거리 투영

(c)등입체각 투영 (d) 정사투영 (e) 스테레오 투영

[그림 3-10] 


, 


, 그리고 


의 표준편차

(κ=0°, 검정 대상지 형태 변화) (a) 원근 투영 (b) 등거리 투영

(c)등입체각 투영 (d) 정사투영 (e) 스테레오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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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종합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검

정 대상지의 형태와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 간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

라서 광학 카메라와 구별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어안 렌즈 카메라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은 크게 i) 검정 대상지와 카

메라 간의 거리, ii) 카메라가 검정 대상지를 촬영하는 방향, 그리고

iii) 검정 대상지의 형태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카메라와 검정 대상지 간의 거리는 가까울수록(Z-Z0가 작을수록)

표정요소간 상관관계가 낮아지기 때문에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유리하

다. 다만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의 경우, 동일한 검정 대상지를

보다 먼 곳에서 촬영한 영상에 비하여 영상 기준점의 수가 적고 분포

가 고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근거리에서 촬영한 영상과 원거리에

서 촬영한 영상을 모두 이용하여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카메라가 평면 검정 대상지를 대각 방향으로 촬영할 경우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낮아지며, 평면 검정 대상지 수직 방향에 카메라가 위

치할 경우 상관관계는 최대치를 나타낸다. 이는 3장 1절 2항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낮추기 위한 방법

으로 제시된 바 있다.

어안 렌즈 카메라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V형태-평면 형태-A형

태의 순으로 높아진다. A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어안 렌즈 카메라의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자주 사용되는 형태이며, 이는 시야각이 넓은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의 외곽 부분까지 기준점이 고르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은 A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표정요소 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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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어안 렌즈 카메라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을 셀

프 캘리브레이션에 적용하고 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최소제곱-

광속조정(부록 A.2)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이외에도, 디스토션 모델식의 디스

토션 해석력을 정확도 판별의 추가 요소로 포함하였다. 이는 셀프 캘

리브레이션의 결과로 계산된 디스토션 파라미터가 영상 전체의 디스

토션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표정요소 간의 상

관관계 최소화 및 해석력 높은 디스토션 파라미터의 도출,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여야만 정확도 높은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순서는 [그림 3-11]과

같다. 먼저 검정 대상지의 형태와 어안 렌즈 카메라의 내부 및 외부

표정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제작되었

다. 다음으로 제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

션이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내부 및 외부표정요소는 사전에

설정된 각 표정요소들을 통하여 정확도가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수

행된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는 실제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

레이션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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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흐름도

3.4.1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설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각 표정요소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을 분석하고자 평면, V, A, 방(room), 보완

된 평면, 보완된 V, 그리고 보완된 A형태의 총 7가지 검정 대상지를

이용하여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그림 3-12],

[표 3-3]). 검정 대상지의 크기는 건물의 실내, 방 또는 건물의 외벽

을 활용하여 검정 대상지를 제작하였다는 가정 하에, 높이 3m 그리고

폭 8m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검정 대상지가 사용된 이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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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평면, A형태, 그리고 방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광학 카메라

의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이며, V 형태의 검정 대

상지는 3장 3절에서 어안 렌즈 카메라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가

장 낮게 나타났던 형태이기에 추가되었다.

보완된 평면, 보완된 V, 그리고 보완된 A는 각각 평면, V, 그리고

A형태 검정 대상지의 단점이 일부 보완된 형태이며, 1m×1m 크기의

평면 두개를 추가하여 구성되었다. 보완된 형태의 검정 대상지들은

사전에 설계된 각 3가지의 후보군들 중, 기본 형태(평면, V, 그리고

A) 검정 대상지의 단점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되었

다. 보완된 검정 대상지가 설계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완된 평면 형태의 경우 카메라와 좀 더 가까운 위치에 기준점을 추

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3장 3절에서 어안 렌즈 카메라와 검정 대

상지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완된 평면 형태의 경우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를 반영한 형태이다. 다음으로 보완된 V형태는 영상 기준점 배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형태이다. 셀프 캘리브레이션 수행 시, 디스토션 파

라미터는 영상에 기준점이 고르게 분포할 경우 정확히 계산될 수 있

다. 하지만 V 형태 검정 대상지의 경우, 영상 외곽 부분에 영상 기

준점이 부족할 수 있으며, 보완된 V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보완된 A형태는 3장

3절에서의 결과를 반영한 검정 대상지이다. 3장 3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A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어안 렌즈 카메라의 표정요소 간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검정 대상지의 중앙에 추가적인 타겟

을 V형태로 설치하여, 상관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한편 어안 렌즈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와 디스토션 파라미터는 [표

3-4]와 같이 설정되었으며, 각 수치는 백팩에 사용된 어안 렌즈 카메

라의 명목값과 유사한 수치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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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검정 대상지

(a) 평면 형태 (b) 보완된 평면형태 (c) V형태 (d) 보완된 V형태

(e) A형태 (f) 보완된 A형태 (g) 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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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대상지 형태 내용

평면
광학 카메라 셀프캘리브레이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

V
A또는 평면 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형태

A
광학 카메라 셀프캘리브레이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

방(room)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되는 형태

보완된 평면
평면 형태의 단점을 일부 보완한 형태

(카메라-검정대상지 간 거리 개선)

보완된 V
V형태의 단점을 일부 보완한 형태

(영상 기준점의 분포를 개선)

보완된 A
A형태의 단점을 일부 보완한 형태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개선)

[표 3-3] 시뮬레이션 검정 대상지의 형태와 내용

xp (mm) yp (mm) focal length (mm)

0.004 0.004 2.9 (2900 μm)

pixel size

(mm)

random noise

(pixel)

image size (pixel)

x y

0.00345 0.5 2,448 2,048

K1 K2 K3 P1 P2 A1 A2

1-05 1-07 3-09 -1-05 -2-07 1-05 2-07

[표 3-4]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설정

위와 같이 설계된 시뮬레이션은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되는 영

상 조합을 바꿔가며 수행되었다. 즉 5가지의 투영모델, 7가지의 검정

대상지, 그리고 4가지의 서로 다른 영상조합의 경우를 이용하여 총

140회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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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정확도 평가 및 분석

총 7가지 형태의 검정 대상지와 5가지 투영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

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는 캘리브레이션의 안정성, 디스토션 파라미

터, 주점 좌표 및 주점 거리, 그리고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의 안정성은 표정요소의 발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디스토션 파라미터의 정확도는 설정값([표

3-4])을 이용하여 계산된 디스토션과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계

산된 디스토션 값 간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표정

요소의 정확도는 참값과 직접 비교하였다.

1)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안정성 평가

캘리브레이션의 안정성은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서 표

정요소가 대부분 발산하는 경우 ‘불안정’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외부표정요소(영상 촬영위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상 조합에

따라 발산이 일어나거나, 지역 최적해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약간

불안정’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정요소의 발산이나 지역 최적

해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경우 ‘안정’으로 평

가하였다.

[표 3-5]는 안정성 평가의 결과를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어안 렌즈

카메라의 경우 검정 대상지의 형태에 따라서 안정성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근 투영 카메라(일반 광학 카메라)의 경우 검정

대상지의 형태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었지만, 어안 렌즈 카메라의 경우 A형태와 방형태의 검정 대상

지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두 검정 대상지의 경우,

촬영 위치에 관련 없이 A 또는 평면 형태의 검정 대상지를 정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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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방향)에서 촬영한 것과 같은 형태로 영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평면 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레

이션에 있어 촬영 위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촬

영 위치에 따라서 표정요소의 발산이 나타나거나, 지역 최적해 현상

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완된 평면, 보완된 A, V, 그리고 보완된

V형태의 경우 투영 모델에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

다.

검정 대상지 종류

평면
보완된

평면
A

보완된

A
V

보완된

V
방

원근

투영
안정 안정 안정 안정 안정 안정 안정

등거리

투영

약간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안정 안정 불안정

등입체각

투영

약간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안정 안정 불안정

정사

투영

약간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안정 안정 불안정

스테레오

투영

약간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안정 안정 불안정

[표 3-5]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안정성 평가

내부표정요소의 정확도 분석에는 안정과 약간 불안정의 경우가 사

용되었으며, 매우 불안정의 경우는 표정요소가 정상적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한편 약간 불안정으로 판별된 경우는 발산

현상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한 결과를 기준으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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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표정요소 정확도 평가

내부표정요소 정확도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계산된

내부표정요소, 그리고 외부표정요소와 기준점 좌표의 참값을 이용하

여 영상좌표를 계산하였다(수식 (3-30)부터 수식 (3-34)). 이와 같이

계산된 추정 영상좌표는 모두 참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영상좌표(수식

(3-35))와 비교되었다(수식 (3-36)). 이때 xp_est, yp_est, 그리고 fest는 각

각 계산된 주점 좌표와 초점거리이며, Δxest와 Δyest는 계산된 디스토

션이다. x, y는 실제 영상 좌표이며, rest와 rtrue는 각각 주점에서 영상

기준점 까지 거리의 계산값 및 참값이다.

 


 

∆ (3-30)

 


 

∆ (3-31)

 ∆ (3-32)

  ∆ (3-33)

 

 

 (3-34)

 
 (3-35)

RMSE  





  



   


(3-36)

[표 3-6]은 검정 대상지 및 투영 모델별 영상 좌표 잔차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보여준다. 안정성 평가에서 ‘매우

불안정‘으로 평가된 항목([표 3-6]의 검정색)은 표정요소가 발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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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되

었다. [표 3-6]을 통하여 보완된 평면, 보완된 A, 그리고 보완된 V 형

태의 검정 대상지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V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정확도가 나타났다.

검정 대상지 종류

평면
보완된

평면
A

보완된

A
V

보완된

V
방

원근

투영
0.8669 0.4617 0.3443 0.2813 1.9945 0.3740 0.3864

등거리

투영
0.4790 0.3170 0.1875 4.2771 0.2504

등입체각

투영
0.4450 0.2143 0.1660 10.1545 0.5492

정사

투영
0.4037 0.1826 0.1485 0.7530 0.1630

스테레오

투영
0.3521 0.2907 0.3131 4.5461 0.8383

[표 3-6] 영상 기준점 잔차의 RMSE(pixel)

보완된 A와 보완된 V의 경우 정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오

차의 발생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3-13]과 [그림 3-14]는 각

각 보완된 A와 보완된 V형태 검정 대상지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

도를 보여준다. 이때 그림의 x, y축은 각 영상의 가로 세로 방향이며,

z축은 영상 각 화소의 잔차 크기를 의미한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은 0.5 픽셀 이하의 오차를 보여준 부분이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은 0.5 픽셀 이상의 오차가 나타난 부분이다. 그림을 통하여 보완된

V형태에서 수행된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디스토션은 영상 외곽 부분

의 정확도가 보완된 A형태의 경우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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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보완된 A 형태 검정 대상지를 이용한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화소별 잔차 (녹색: 0.5 픽셀 이하 오차, 빨간색: 0.5 픽셀 이상 오차)

(a) 원근 투영 (b) 등거리 투영 (c)등입체각 투영 (d) 정사투영 (e)

스테레오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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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보완된 V 형태 검정 대상지를 이용한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화소별 잔차 (녹색: 0.5 픽셀 이하 오차, 빨간색: 0.5 픽셀 이상 오차)

(a) 원근 투영 (b) 등거리 투영 (c)등입체각 투영 (d) 정사투영 (e)

스테레오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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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토션 파라미터 정확도 평가

디스토션 파라미터의 정확도는 [표 3-7]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디스토션 파라미터 정확도는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V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가장 낮은 정확도가 나타

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표 3-8]과 [그림 3-16]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표 3-8]은 영상 기준점이 영상 전체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며, 이는 영상 기준점이 얼마나 영상 전체에 고르게 분

포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표를 통하여, V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다

른 검정 대상지에 비하여 영상 기준점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V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디스토션 파라미터의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이유는 영상 기준점 분포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

며, 이는 [그림 3-15]를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5]의

x, y축은 각각 영상의 가로 세로 방향, z축(디스토션 잔차(3D))은 영

상 각 화소의 잔차 크기를 의미한다. 그림을 통하여 외곽 부분에서

매우 큰 오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영상의 외곽

부분에 영상 기준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검정 대상지 종류

평면
보완된

평면
A

보완된

A
V

보완된

V
방

원근 투영 0.6517 0.2928 0.2412 0.1889 1.8920 0.2951 0.2570

등거리 투영 0.7471 0.1961 0.0674 4.2193 0.2648

등입체각 투영 0.8990 0.2347 0.0601 9.9063 0.1882

정사 투영 0.7181 0.2086 0.2140 0.7303 0.3144

스테레오 투영 0.2907 0.2224 0.0936 4.4685 0.7962

[표 3-7] 디스토션 잔차의 RMSE(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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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대상지 종류

평면
보완된

평면
A

보완된

A
V

보완된

V
방

원근 투영 85.12 81.00 92.70 92.50 62.67 73.25 91.30

등거리 투영 73.12 75.50 88.75 39.33 66.75

등입체각 투영 70.12 72.25 86.00 39.80 56.50

정사 투영 81.50 83.50 89.50 56.30 67.50

스테레오 투영 80.37 84.50 91.25 44.17 58.75

[표 3-8] 영상 기준점의 면적 비율(평균, %)

[그림 3-15] V형태 검정 대상지를 이용한 셀프 캘리브레이션에서의

영상 기준점 분포와 디스토션 파라미터 잔차 (녹색: 0.5 pixel 이하

오차, 빨간색: 0.5 pixel 이상 오차) (a) 원근 투영 (b) 등거리 투영

(c)등입체각 투영 (d) 정사투영 (e) 스테레오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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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점 좌표 및 초점 거리 정확도 평가

주점 좌표 및 주점 거리의 오차는 [표 3-9] 그리고 [표 3-10]과 같

다. 표를 통하여, 주점 좌표와 주점 거리는 각각 1 픽셀 이내 그리고

29μm(주점 거리 참값의 0.01 수준)이하 오차 수준의 매우 높은 정확

도로 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완된 형태의 검정 대상지

가 일반적으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평면 형태 검정

대상지의 경우 초점 길이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검정 대상지 종류

평면
보완된

평면
A

보완된

A
V

보완된

V
방

원근 투영 0.3813 0.2196 0.1730 0.0955 0.2675 0.1296 0.2042

등거리 투영 0.2683 0.1741 0.1225 0.4446 0.0705

등입체각 투영 0.2347 0.1600 0.0833 0.6323 0.5328

정사 투영 0.2411 0.1883 0.1619 0.1948 0.0887

스테레오 투영 0.2656 0.1319 0.1576 0.2926 0.1419

[표 3-9] 주점 좌표의 오차(평균, pixel)

검정 대상지 종류

평면
보완된

평면
A

보완된

A
V

보완된

V
방

원근 투영 1.33 0.31 0.18 0.40 0.51 0.54 0.29

등거리 투영 4.03 0.68 0.26 1.62 0.44

등입체각 투영 4.22 0.77 0.31 0.79 0.31

정사 투영 5.76 1.01 1.36 1.26 2.10

스테레오 투영 1.20 0.58 0.78 1.04 0.45

[표 3-10] 초점 길이의 오차(평균,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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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평가

[표 3-11]은 셀프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주요 표정요소 간 상

관관계를 보여준다. A형태와 방형태의 경우 발산 현상이 나타났기 때

문에, 최소제곱-광속조정법의 첫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나타난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검정 대상지의 형태와 상관없이 xp-X0 그리고 yp-Y0 간의 상관관

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모든 시뮬레이션

에 k를 0°와 90°로 촬영한 영상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f와 Z0 간의 상관관계는 검정 대상지 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A형태와 방형태의 검정 대상지를 이용한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

레이션에서, f와 Z0 간의 상관관계는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안정성 평가에서 매우 불안정으로 판별되었던 경우(A형태

그리고 방형태)를 제외하면, 평면 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주점 거리(f)와 Z0간의 상관

관계는 0.95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경우는 V형태 및 보완된

V형태의 검정 대상지로, 이는 앞선 3장 3절 상관관계 분석과 동일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의 경우, 최대

0.68 수준의 안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추가된 타겟을 통

하여 상관관계가 상당히 계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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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대상지 종류

평면
보완된

평면
A

보완된

A
V

보완된

V
방

원근

투영

xp-X0 0.64 0.14 0.29 0.15 0.28 0.10 0.28

yp-Y0 0.41 0.14 0.35 0.20 0.21 0.07 0.27
f-Z0 0.93 0.75 0.51 0.63 0.49 0.51 0.33

등거리

투영

xp-X0 0.58 0.19 0.25 0.21 0.07 0.08 0.28

yp-Y0 0.48 0.31 0.30 0.26 0.13 0.05 0.29

f-Z0 0.97 0.74 0.99 0.67 0.43 0.53 0.99

등입체각

투영

xp-X0 0.49 0.18 0.31 0.19 0.07 0.08 0.27

yp-Y0 0.33 0.29 0.32 0.25 0.13 0.05 0.26

f-Z0 0.96 0.73 0.99 0.66 0.44 0.53 0.99

정사

투영

xp-X0 0.51 0.19 0.25 0.16 0.07 0.10 0.20
yp-Y0 0.29 0.26 0.27 0.21 0.14 0.05 0.23

f-Z0 0.96 0.69 0.98 0.62 0.45 0.53 0.98

스테레오

투영

xp-X0 0.54 0.19 0.30 0.21 0.08 0.09 0.24

yp-Y0 0.37 0.30 0.29 0.25 0.12 0.06 0.25
f-Z0 0.97 0.76 0.99 0.68 0.43 0.54 0.99

최소제곱-광속조정의 첫번째 반복(iteration)에서의 상관관계

[표 3-11] 셀프 캘리브레이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시뮬레이션)

6)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검정 대상지 결정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

를 사용하는 것이 어안 렌즈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 정확도 확보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상대

적으로 고른 영상 기준점 분포를 나타냈으며, 표정요소 간의 상관관

계 해소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V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내부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를 낮추는 데에

는 유리하지만, 영상 기준점 분포가 불균일하여 디스토션 파라미터의

정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완된 V형태의 경우 이와 같은 단점

이 일부 해소되지만, 여전히 영상 최외각 부분에서의 정확도는 보완

된 A형태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 추가로 관찰된 V형

태 그리고 보완된 V형태 검정 대상지의 단점은 해당 검정 대상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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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경우 영상의 외곽 부분으로 갈수록 기준점의 영상 좌표를 획

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3-16]은 A형태와 V형태의 검정 대상

지에서 촬영한 원근 투영 카메라 영상((a), (c), (e))과 등입체각 투영

카메라의 영상((b), (d), (f))을 보여준다. 그림의 붉은색 선은 각 카메

라의 영상이 기록되는 범위를 의미하며, 녹색점은 영상 기준점을 보

여준다. (a)와 (b)의 경우는 20m×5m 크기의 두 평면으로 구성된 A형

태 검정 대상지에서 촬영된 영상, (c)와 (d)는 20m×5m 크기의 두 평

면으로 구성된 V형태 검정 대상지에서 촬영된 영상, (e), (f)

100m×5m 크기의 두 평면으로 구성된 V형태 검정 대상지에서 촬영

된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을 통하여, A형태 검정 대상지에서 촬영한

영상은 기준점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V형태 검정 대상지의 경우

크기를 100m 수준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도 영상 외곽 부분에 기준점

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상의 중앙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영

상 기준점 좌표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상 기준점이 나타날 경우, 실제 캘리브레이션 상황에서

는 이들의 영상 좌표를 획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셀프 캘리브레

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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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검정 대상지 형태에 따른 원근 투영 카메라((a), (c), (e))

및 등입체각 투영 카메라((b), (d), (f))의 영상 기준점 분포

(a), (b) 20m×5m 크기의 두 평면으로 구성된 A형태 검정 대상지

(c), (d) 20m×5m 크기의 두 평면으로 구성된 V형태 검정 대상지

(e), (f) 100m×5m 크기의 두 평면으로 구성된 V형태 검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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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의 분석을 토대로 실제 어안 렌즈 카메

라에 대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총 3대의 어안 렌즈 카메라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3대의 카메라는

센서 시스템에 사용된 등입체각 투영 카메라 2대와 3장 3절의 분석결

과를 보다 강건히 하고자 추가된 등거리 투영 모델 카메라 1대를 포

함한다.

[그림 3-17]은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흐름도이다.

검정 대상지와 카메라 간 상대적 위치는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를 최

소화 하고 영상 기준점의 분포가 최대한 고르게 나타나도록 설정되었

다.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계산된 내부 및 외부표정요소의 정

확도는 영상 잔차, 상관관계, 그리고 편차 등을 통하여 평가되었다.

[그림 3-17]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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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설계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2종류, 총 3대의 어안 렌즈 카메라를 대상으

로 수행되었다. 백팩에 사용된 어안 렌즈 카메라 이외에, 추가로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실험에 사용된 어안 렌즈 카메라([그림 3-18])의 제원

은 [표 3-12]와 같다.

[그림 3-18] 등거리 투영 어안 렌즈 및 카메라 바디

어안 렌즈 카메라

모델명
Samyang

Fisheye lens
Sony α6000

투영 모델 등거리 투영 (equidistant projection)

영상 크기 (pixel) 6000 ×4000

픽셀 사이즈 (mm) 0.00391

초점 거리

(mm / 명목값)
7.5

[표 3-12] 등거리 투영 어안 렌즈 및 카메라의 제원

추가된 어안 렌즈 카메라(이하 어안 카메라3)는 등거리 투영 카메

라로 멀티 센서 시스템에 사용된 2대의 등입체각 투영 카메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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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안 카메라1, 어안 카메라2)와는 다른 투영 모델을 지닌 카메라로 선

택되었다. 등입체각 및 등거리 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셀프 캘리브

레이션을 수행한 이유는, 해당 투영 모델이 어안 렌즈 카메라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Abraham et al. 2005, Schneider et al. 2009,

Marcato Junior et al. 2015).

추가된 어안 렌즈 카메라는 렌즈와 카메라 바디가 서로 다른 마운

트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 컨버터를 이용하여 렌즈와 바

디 간 결착이 이루어지며([그림 3-19]), 이는 주점 좌표 및 주점 거리

가 명목 수치와 큰 차이가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백팩에 사용된 어안

카메라1 및 2의 경우에도 유사한 원인으로 인하여 명목수치와 내부표

정요소 실제 수치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어안 카메라

1과 2는 추가적인 고정 작업을 통하여 렌즈와 카메라 간의 완벽한 고

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3-19]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된 어안 렌즈 카메라의 렌즈와

바디 간 결착 방법

검정 대상지의 종류와 영상 촬영 위치에 대한 내용은 [그림 3-20]

과 [표 3-1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0]의 (a), (b), 그리

고 (c)는 각각 보완된 A형태, A형태, 그리고 평면 형태의 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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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보여준다. 각 그림의 좌측 상단은 검정 대상지와 어안 렌즈 카

메라 촬영 위치 및 방향, 우측 상단은 좌측 상단 그림의 평면도, 그리

고 하단은 검정 대상지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여준다.

검정 대상지는 총 3종류가 사용되었으며, 각 검정 대상지가 사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완된 A의 경우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높은 정

확도를 나타내었기에 선정되었다. A와 평면 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기

존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보완된 A와의 비

교군으로 선정되었다.

영상 촬영 위치는 [그림 3-20]의 화살표와 같이 설정되었으며, 각

그림의 빨간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 원과 화살표는 어안 렌즈 카메라

촬영 위치 및 방향을 의미한다. 녹색 원 위치에서는 κ를 90°만큼 회

전시켜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빨간색 및 파란색 원에선 κ값을 0°로

설정하고 검정 대상지 평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촬영하도록 설정하였

다. 이와 같은 촬영 위치 및 방향 설정은 xp와 X0 그리고 yp와 Y0간

의 상관관계를 낮추기 위함이며, 각 검정 대상지에서 실제 획득된 영

상은 [그림 3-21] 및 [그림 3-22]와 같다.

구분 내용

검정

대상지

보완된 A 시뮬레이션 결과 최고 정확도

A
비교군

평면

촬영 위치

검정 대상지

중앙

κ=90°

(xp-X0, yp-Y0 간의 상관관계 해소)

검정 대상지

좌·우측

κ=0°

검정 대상지 평면과 대각 방향 촬영

(xp-X0, yp-Y0 간의 상관관계 해소)

[표 3-13] 셀프 캘리브레이션용 검정 대상지와 영상 촬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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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검정 대상지 및

영상 촬영 위치 (a) 보완된 A형태 (b) A형태 (c) 평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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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등입체각 투영 렌즈 카메라(어안 카메라1과 2) 영상

(a) 보완된 A 형태, κ=0° (b) 보완된 A형태, κ=90°

(c) 평면 형태, κ=0° (d) 평면 형태, κ=90°

[그림 3-22] 등거리 투영 렌즈 카메라(어안 카메라3) 영상

(a) 보완된 A 형태, κ=0° (b) 보완된 A형태, κ=90°

(c) 평면 형태, κ=0° (d) 평면 형태, κ=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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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결과 분석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 검증은 잔차의 RMSE와 표정요소의 표

준 편차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RMSE가 낮다는 것은 계산된 표정요

소가 카메라의 디스토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며, 표정요

소의 편차가 낮다는 것은 각 표정요소의 정밀도가 높다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표 3-14]부터 [표 3-19]와 같으며, 모든 카메라는 보

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나타내

었다. 멀티 센서 시스템에 사용된 등입체각 투영 모델의 어안 렌즈

카메라1과 2의 경우 모두 보완된 A형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셀프 캘

리브레이션이 이루어졌으며, 평면 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는 표정요

소가 발산하여 정상적인 캘리브레이션이 수행되지 못하였다([표

3-14], [표 3-16]). 반면 보완된 A와 A형태에서는 모두 셀프 캘리브

레이션의 결과가 정상적으로 계산되었다. 보완된 A형태 검정 대상지

에서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차를 보였으며, 잔차의 RMSE도

더 낮게 나타났다([표 3-15], [표 3-17]). 이는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보다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로 표정요소가 계산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3-18]과 [표 3-19]는 어안 렌즈 카메라3의 표정요소와 그 정확

도를 보여주며,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가장 낮은 RMSE와

편차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안 렌즈 카메라3의 경우 A형태

의 검정 대상지에서는 표정요소가 발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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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대상지 형태

보완된 A A 평면

xp (pixel) -13.33 -13.89

발산

yp (pixel) -32.19 -32.44

f (mm) 2.6868 2.6869

K1 -4.44×10-4 1.56×10-4

K2 4.16×10-4 -1..01×10-5

K3 -4.62×10-5 2.21×10-5

P1 -9.84×10-6 -5.19×10-5

P2 1.41×10-4 2.17×10-5

A1 -1.6×10-4 5.50×10-4

A2 2.06×10-4 7.31×10-5

[표 3-14] 어안 렌즈 카메라1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결과

검정 대상지 형태

보완된 A A 평면

RMSE (pixel) 0.6691 0.7878

발산표준

편차

xp (pixel) 0.3453 0.5910

yp (pixel) 0.3343 0.4793

f (mm) 0.0016 0.0015

X0 (mm) 1.14 1.85

Y0 (mm) 1.07 1.37

Z0 (mm) 1.35 1.62

ω (min, sec) 1'34'' 1'54''

φ (min, sec) 1'42'' 2'31''

κ (min, sec) 38'' 45''

[표 3-15] 어안 렌즈 카메라1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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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대상지 형태

보완된 A A 평면

xp (pixel) -45.98 -47.94

발산

yp (pixel) -11.10 -11.20

f (mm) 2.6834 2.6831

K1 -4.40×10-4 -4.60×10-4

K2 4.16×10-4 4.46×10-4

K3 -4.62×10-5 -4.75×10-5

P1 -9.84×10-6 -1.74×10-5

P2 1.41×10-4 1.52×10-4

A1 -1.6×10-4 1.4×10-4

A2 2.06×10-4 2.41×10-4

[표 3-16] 어안 렌즈 카메라2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결과

검정 대상지 형태

보완된 A A 평면

RMSE (pixel) 0.5655 1.0357

발산표준

편차

xp (pixel) 0.3768 0.5423

yp (pixel) 0.3188 0.3011

f (mm) 0.0017 0.0051

X0 (mm) 0.98 0.85

Y0 (mm) 0.95 1.47

Z0 (mm) 1.47 1.95

ω (min, sec) 1'29'' 2'45

φ (min, sec) 1'56'' 2'

κ (min, sec) 32'' 38''

[표 3-17] 어안 렌즈 카메라2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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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대상지 형태

보완된 A A 평면

xp (pixel) -15.21

발산

-14.55

yp (pixel) 39.72 40.49

f (mm) 7.4832 7.4965

K1 -4.30×10-4 -4.70×10-4

K2 1.39×10-6 2..37×10-6

K3 -2.83×10-8 -3.44×10-8

P1 1.72×10-5 1.03×10-5

P2 4.11×10-5 3.92×10-5

A1 4.39×10-4 4.40×10-4

A2 1.35×10-5 1.14×10-5

[표 3-18] 어안 렌즈 카메라3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결과

검정 대상지 형태

보완된 A A 평면

RMSE (pixel) 0.6852

발산

0.7106

표준

편차

xp (pixel) 0.3483 0.5450

yp (pixel) 0.3149 0.4483

f (mm) 0.0016 0.0030

X0 (mm) 0.46 1.03

Y0 (mm) 0.44 1.38

Z0 (mm) 0.57 0.85

ω (min, sec) 40'' 1'39''

φ (min, sec) 43'' 1'

κ (min, sec) 15'' 38''

[표 3-19] 어안 렌즈 카메라3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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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은 셀프 캘리브레이션 주요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는 어안 렌즈 카메라 및 검정 대상지와

관계없이 주점 거리(f)와 Z0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냈다. 이

는 xp-X0 그리고 yp-Y0의 경우 κ를 90°로 설정하여 표정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검정 대상지 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어안 렌즈 카메라에 관

계없이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주점 좌표

와 외부표정요소 간에는 최대 0.25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점

거리와 외부표정요소 Z0 간에는 최대 0.75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A형태의 검정 대상지를 이용하여 어안 렌즈 카메라1과 2에 대한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경우, 주점 거리와 Z0간에 상관관계가

0.91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어안 렌즈 카메라3의 경우

A형태의 검정 대상지에서 표정요소의 발산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3장 3절의 시뮬레이션 및 어안 렌즈 카메라1과 2에서의 결과를 고려

해볼 때, 표정요소 간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평면 형태의 검정 대상지를 이용한 어안 렌즈 카메라3 셀프 캘리

브레이션의 주점 거리와 Z0간에 0.87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

안 렌즈 카메라 1과 2의 경우 표정요소의 발산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주점 거리와 Z0간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셀프 캘리브레이션 결과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매우 유

사하며,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가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

브레이션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

상지는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 조건인, i) 표정

요소 간의 상관관계 개선과 ii) 지상 기준점의 고른 분포, 두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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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모두 만족시켰다. 이를 통하여 계산된 각 어안 렌즈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및 데이터 융합에 사용되었다.

검정 대상지 종류

보완된 A A 평면

어안 렌즈

카메라1

(등입체각 투영)

xp-X0 0.14 0.15

yp-Y0 0.25 0.10

f-Z0 0.75 0.92

어안 렌즈

카메라2

(등입체각 투영)

xp-X0 0.20 0.22

yp-Y0 0.22 0.17

f-Z0 0.72 0.91

어안 렌즈

카메라3

(등거리 투영)

xp-X0 0.21 0.10

yp-Y0 0.21 0.19

f-Z0 0.72 0.87

[표 3-20] 셀프 캘리브레이션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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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대하여 설명한다.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로 구성된 멀티 센서에 대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i)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

이션과 ii)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따라서 4장에서는 멀티 센서 시스템에 보다 적합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각 부분별로 제안한다.

각 연구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4장 1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센서 간 위치관계 해석 방법에 대

하여 설명하고, 시야각 중첩도가 낮은 라이다 간의 상대표정요소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하고, 3절에서는 2절에서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수행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실제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

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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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멀티 센서 시스템 센서 간 위치관계 해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센서 시스템은 2대의 어안 렌즈 카메라와 2대

의 라이다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4-1]), 일반적인 경우 시스템의

센서 간 상대적 위치는 [그림 4-1]과 같이 해석된다. 즉 하나의 참조

센서를 기준으로 다른 센서들의 상대적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그림 4-1] 멀티 센서 시스템 및 일반적인 상대표정요소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멀티 센서 시스템의 경우, 라이다와 라이다간

의 중첩 영역이 매우 작기 때문에 두 센서 간의 상대표정요소([그림

4-1]의 ROP3)를 바로 계산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라이다

간 상대표정요소 계산에 ICP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설계상에서 정했

던 상대적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 방법들

은 정확한 상대표정요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다 간 데이터

융합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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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림 4-2]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적 위치를 정의하

였다. 먼저 시스템의 상단 라이다(이하 라이다1)와 좌우의 어안 렌즈

카메라(이하 어안 렌즈 카메라1 및 어안 렌즈 카메라2) 각각의 위치

관계(이하 ROP1, ROP3)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뒤쪽 라이다(이하

라이다2)와 어안 렌즈 카메라1 및 2와의 위치관계(이하 ROP2, ROP4)

를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각각 계산된 상대표정요소를 통하여 라이

다 간의 상대표정요소(이하 ROP5)를 도출하였다. 즉 ROP1과 ROP2

그리고 ROP5는 폐합을 이루어야 하며, ROP3, ROP4 그리고 ROP5

간에도 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ROP1부터 ROP4가 계산되

면, 폐합 관계를 제한조건으로 하여 ROP5를 계산할 수 있다. 위와 같

은 설계에 따라서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의 시스템 캘리브레

이션(라이다1-어안 렌즈 카메라1 및 2, 라이다2-어안 렌즈 카메라1및

2)이 총 4번 수행되었으며, 이들 결과를 사용하여 라이다와 라이다 간

의 상대표정요소가 계산되었다.

[그림 4-2] 멀티 센서 시스템 센서 간 상대적 위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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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간 상대표정요소(ROP5)는 전역 최적화(global optimization)

를 통하여 계산되었다. 전역 최적화에 사용된 제한 조건은 수식 (4-1)

부터 (4-4)와 같으며, 이는 상대표정요소 간 폐합 조건을 의미한다.

이때 Trop1, Trop2, 그리고 Trop5은 각각 ROP1, ROP2, 그리고 ROP5의

변위성분이며, Mrop1, Mrop2, 그리고 Mrop5는 각각 ROP1, ROP2, 그리고

ROP5의 회전행렬이다. 한편 전역 최적화의 가중치 설정에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서 계산된 상대표정요소의 편차가 사용되었다. 즉 각

상대표정요소의 정밀도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

역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전역 최적화 단계에서 계산된 상대표정요소

들(ROP1부터 ROP4)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루어지며, 라이다 간 상

대표정요소(ROP5)가 계산된다.

  
  (4-1)

  (4-2)

  
  (4-3)

  (4-4)

전역 최적화를 통하여 라이다 간의 상대표정요소를 계산하는 방식

은 ICP나 SLAM 등의 기존 방법에 비하여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

레이션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ICP는 라이다 데이터 간 공

통된 객체가 부족할 경우,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감소한다. 또한 수직

에 가까운 방향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라이다가 시스템에 포함된 경

우, 해당 라이다는 촬영위치별 데이터 중첩도가 낮을 수 있으며, 이는

SLAM의 정확도 감소로 이어진다. 때문에 각각의 라이다 데이터를

SLAM으로 통합하고, 통합 데이터 간 정합을 하는 기존의 방식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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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의 배치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반면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라이다 간 위치관계를 라이다와 중첩도가 높은

어안 렌즈 카메라를 통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확도 감소

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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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조정을 통한 점 대 면 등록(registration)법

이 사용되었다. 해당 방법은 본래 Habib et al.(2005) 그리고 Ghanma

(2006) 등이 항공 라이다와 항공 영상 간의 정합을 위하여 제안한 방

법으로, 어떤 물체의 평면을 나타내는 광학 영상의 모든 화소는, 동일

한 평면을 나타내는 라이다 평면(라이다 점군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위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이용한 방법이다.

점 대 면 등록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다수의 광

학 영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 등의 영상 기준

점들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광학 영상과 매칭되는 라이다 평면 위 임

의의 점을 지상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영상 기준점과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최소제곱-광속조정을 수행한다. 이때 지상 기준점은 [그림

4-3]의 녹색 타원과 같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오차는 라이

다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는 작은 값을 가지며, 라이다의 평면에 평행

한 방향으로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최소제곱-광속

조정의 가중치에 반영하여 평면과 수직방향의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평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는 낮은 가중치로 설정하면,

지상 기준점은 최소제곱-광속조정의 반복을 통하여 실제 지상 기준점

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각 지상 기준점의 조정과 조정을 위한 가중치 설정은 수식 (4-5)

부터 수식 (4-7), [그림 4-4], 그리고 [그림 4-5]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U, V, 그리고 W는 각 라이다 평면 패치 좌표계 기준의

지상 기준점 좌표를 의미하며, X, Y, 그리고 Z는 지상 좌표계 기준의

지상 기준점 좌표를 의미한다. 이때 UVW 좌표계의 설정은 [그림

4-4]와 같으며, R은 XYZ 좌표계와 UVW 좌표계 간 회전 행렬이다.

 ,  ,그리고 는 각각 초기 기준점의 U, V, 그리고 W축 방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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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준(표준 편차)을 의미하며, PUVW와 PXYZ는 각각 UVW 좌표계

와 XYZ 좌표계 기준의 가중치 행렬을 의미한다([그림 4-5]).

[그림 4-3] 가중치 조정을 통한 점 대 면 등록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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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라이다 평면 기준 좌표계(UVW)와

지상 좌표계(XYZ) 간 관계

[그림 4-5] 라이다 평면 위 초기 기준점 좌표의 오차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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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은 가중치 조정을 통한 점 대 면 등록법을 하나의 플랫

폼에 장착된 광학 카메라-라이다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 4-6]에서 V1은 라이다 센서이며, F1은 광학 카메라이다. 서로

다른 n개의 위치에서 멀티 센서 데이터를 취득할 경우, 광학 카메라

는 n개의 영상, 그리고 라이다는 n개의 깊이 데이터를 획득한다. 만약

m번째 촬영에서 사용된 라이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 대 면 등록

법을 수행하면 카메라의 n개의 위치(EOP)는 m번째 라이다 데이터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된다. 이때 멀티 센서 시스템의 광학 카메라

와 라이다는 플랫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학 카메라의 m번째

위치는(
 ) m번째 라이다와의 상대표정요소와 동일하다. 즉 점

대 면 등록법을 이용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상대표정

요소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6] 멀티 센서 시스템에서의 점 대 면 등록법

가중치 조정을 통한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하 점 대 면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하여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보다 효율적

이고 정확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점 대 면 방법의



- 82 -

중요 장점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지상 기

준점의 좌표를 획득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는 지상 기준점이 많아

질 경우,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드는 시간을 크게 증가시킨다. 따라

서 지상 기준점 좌표 취득 작업의 생략은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효율

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점 대 면 방법은 광학 카메라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가중치

설정만을 조정하여 광학 카메라-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

행한다. 광학 카메라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진

행된 바 있기 때문에, 수식, 행렬 구성, 그리고 코드 등에 대한 정보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상

대적으로 구현이 용이하다

점 대 면 방법은 라이다 평면 일부만으로, 평면 위 영상 기준점 전

체를 이용하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평면

위 임의의 점으로 설정된 초기 지상 기준점이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실제 위치로 조정되기 때문이다([그림 4-7]). [그림 4-8]은 영상 기준

점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을 보여준다. [그림 4-8]의 (a)는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의 시야

각이 중첩되는 구간을 보여주며, 이때 점 대 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사용되는 지상 기준점은 [그림 4-8]의 (b)와 같다. 반면 센서들의 시

야각이 겹치는 구간의 지상 기준점만을 사용할 경우,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되는 지상 기준점은 [그림 4-8]의 (c)와 같다. 이때 (b)는 (c)보다

영상 전반에 기준점이 고르게 위치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시스

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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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라이다 패치 외부에 위치한 기준점의 조정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그림 4-8] 점 대 면 방법의 장점 (a) 각 센서의 시야각 (b) 점 대 면

방법에서 사용 가능한 기준점 (c) 기존 방법에서 사용 가능한 지상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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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점 대 면 방법은 추출된 라이다 평면의 정확도가 상대

표정요소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4-9]에서 붉은색 선분은 라이다 평면을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라이다 평면이 잘못 추출되었을 경우, 라이다 데이터에서 선 또는 평

면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오차가 바로 상대표정요소에 반영된

다. 반면에 가중치 조정을 통한 점 대 면 등록법은 기준점이 오차타

원을 따라 이동하여 실제 위치와 유사하게 조정되며, 이는 라이다 평

면의 오차를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9] 라이다 평면의 정확도가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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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앞서 점 대 면 방법의

정확도를 보다 정확히 검증하고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4-10]은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흐름도이다. 시뮬레이션

은 검정 대상지 구성 및 파라미터 설정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

작 단계로 시작된다. 제작된 각 센서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이다 센서의 경우 데이터에서 평면 패치가 추출되고 평면 방

정식이 유도되었다. 또한 해당 평면의 무게중심점은 각 평면에 매칭

되는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의 초기 지상 기준점의 좌표로 설정되었

다.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은 영상 기준점을 획득하는 전처리 수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도출된 각 추정치는

각 파라미터 설정값과 비교를 통하여 정확도가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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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흐름도

4.3.1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설계

내부표정요소는 [표 4-1]과 같이 결정되었다. 사전에 셀프 캘리브

레이션이 수행되어 해석 가능한 디스토션은 모두 제거 되었다는 가정

하에 디스토션 파라미터는 모두 0으로 설정되었다. 랜덤 오차는 어안

렌즈 카메라의 경우 ±0.5 픽셀 수준, 라이다 데이터의 경우 ±15mm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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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안 렌즈 카메라 라이다

주점 좌표 xp (pixel) 0 수직 시야각 30°

주점 좌표 yp (pixel) 0 수직 해상도 2°

초점 거리 (mm) 2.67 수평 시야각 360°

화소 크기 0.00345mm 수평 해상도 0.5°

랜덤 오차 ±0.5 pixel 랜덤 오차 ±15mm

[표 4-1] 각 센서 내부표정요소 및 특성 설정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검정 대상지는 [그림 4-11]과 같이 설정 되었다. 타겟들의 배치는

검정 대상지가 반원 형태를 나타내도록 구성하여, 검정 대상지 중앙

에서 촬영한 라이다 데이터가 각 타겟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고르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타겟은 다양한 각도로 배치되었으며, 이

를 통하여 지상 기준점의 위치를 제한할 기하 조건을 강화하였다.

[그림 4-11]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검정 대상지와 어안 렌즈 카메라 촬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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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표정요소는 [그림 4-11] 및 [표 4-2]와 같이 설정되었다. [그림

4-11]의 빨간색 원은 데이터 촬영 위치를 의미하며, 화살표는 어안

렌즈 카메라의 촬영 방향을 의미한다. [표 4-2]는 촬영위치와 방향의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외부표정요소는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

간에 중첩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X0
(m)

Y0
(m)

Z0
(m)

ω
(°)

φ
(°)

κ
(°)

-0.2000 -0.1000 0.0000 0 0 0

-0.8586 -0.2000 0.8586 0 -45 0

0.8586 -0.2000 0.8586 0 45 0

0.0000 -0.2000 1.8000 0 0 0

-0.7879 -0.1000 0.9293 0 -45 90

0.9293 -0.1000 0.7879 0 45 90

0.1000 -0.1000 1.8000 0 0 90

[표 4-2] 어안 렌즈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결정된 각 표정요소를 이용하여 제작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그림

4-12] 및 [그림 4-13]과 같다. [그림 4-12]는 시뮬레이션 라이다 데이

터이며, 어안 렌즈 카메라의 평면과 매칭되는 라이다의 각 평면에는

어안 렌즈 카메라 평면과 동일한 ID가 부여되었다. 라이다 데이터 전

처리 과정에서는 각 평면 패치에 해당되는 3차원 평면 방정식이 유도

되었으며, 이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가중치 행렬 구성에 사용되었다.

[그림 4-13]은 시뮬레이션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이며, 그림을 통하여

어안 렌즈 카메라의 영상 기준점에 평면 ID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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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시뮬레이션 라이다 데이터

[그림 4-13] 시뮬레이션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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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초기 지상 기준

점 및 초기 외부표정요소 설정을 보여준다. 초기 지상 기준점의 좌표

는([그림 4-14]의 파란색 점) 각 라이다 평면의 무게 중심점으로 설정

되었으며,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초기 외부표정요소는 모두 0으로 설

정되었다. 한편 흰색 점과 별표는 각각 지상 기준점과 외부표정요소

참값의 위치이다.

[그림 4-14]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지상 기준점 및 외부표정요소의 초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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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그림 4-15]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여주

며, 흰색 별표와 빨간색 네모는 각각 외부표정요소의 참값과 계산된

외부표정요소이다. 그림을 통하여 모든 외부표정요소가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추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녹색 점은 시뮬레이션 라

이다 데이터로, [그림 4-16]을 통하여 라이다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있던 지상 기준점도 모두 실제 위치와 가깝게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5]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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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조정된 지상 기준점

[그림 4-17]은 일부 위치에서 나타난 오차를 보여주며, 빨간색 원

부분에서는 지상 기준점이 정확한 값으로 조정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위치의 기준점은 두 장의 영상에서만 촬영되어 기준점

의 위치와 관련된 관측 방정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큰 오차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7]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조정된 지상

기준점 (오차 발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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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표정요소의 오차는 [표 4-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정요소의 오차는 변위 성분의 경우 최대 2.23mm 그리고 회전 성분의

경우 최대 30초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대표정요소의 오차는 최대

1.69mm(변위) 및 –21초(회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축 방

향으로 10m 거리에서 –0.9mm(X축), 0.69mm(Y축), 그리고

1.15mm(Z축) 수준의 오차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X0
(mm)

Y0
(mm)

Z0
(mm)

ω
(second)

φ
(second)

κ
(second)

ROP
(EOP1) -1.00 1.69 1.01 2'' -21'’ 3''

EOP2 0.94 -2.19 0.10 32'' 4'' 4''

EOP3 -1.88 -0.98 1.44 18'' -22'' -7''

EOP4 -2.23 -1.36 0.97 15'' -17'' -6''

EOP5 1.08 -2.07 1.49 29'' 4'' 1''

EOP6 -0.02 -0.01 0.01 16'' -20'' -5''

EOP7 -1.44 0.23 1.55 15'' -21'' -5''

[표 4-3]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상대표정요소(ROP) 및 외부표정요소(EOP)의 오차

지상 기준점과 영상 기준점의 잔차는 [표 4-4] 및 [표 4-5]와 같다.

지상 기준점 오차는 RMSE 기준 최대 13mm로 나타났다. 라이다 데

이터의 랜덤 오차가 ±15mm 수준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지상 기준점의 위치 조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상 기준점의 정확도는 [표 4-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

며, 평균(MBE) -7×10-4 그리고 RMSE 기준 0.53 픽셀 수준의 잔차를

보였다. 영상 기준점 랜덤 오차가 ±0.5 픽셀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기

준으로 판단할 때,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 높은 정확도로 수행되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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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mm)

Y
(mm)

Z
(mm)

MBE
(Mean Bias Error) -6.34 -3.62 5.36

MAE
(Mean Absolute Error) 8.27 6.94 6.96

RMSE 13.03 7.64 8.80

[표 4-4] 지상 기준점의 잔차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MBE MAE RMSE

영상 기준점의 잔차
(pixel) -7×10-4 0.30 0.53

[표 4-5] 영상 기준점의 잔차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각 표정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표 4-6] 및 [표 4-7]과 같다. 상관관

계 최대치는 0.93으로 외부표정요소 X0와 φ 간에 나타났으며, 이외

표정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0.9이하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

다.

X0 Y0 Z0 ω φ κ

X0 1.00 -0.04 0.61 -0.01 0.91 -0.12

Y0 -0.04 1.00 -0.05 -0.88 -0.04 -0.53

Z0 0.61 -0.05 1.00 0.02 0.75 0.06

ω -0.01 -0.88 0.02 1.00 -0.07 0.74

φ 0.91 -0.04 0.75 -0.07 1.00 -0.13

κ -0.12 -0.53 0.06 0.74 -0.13 1.00

[표 4-6] 상대표정요소(ROP) 간 상관관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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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 Y0 Z0 ω φ κ

X0 1.00 0.27 -0.79 -0.28 0.93 0.37

Y0 0.27 1.00 -0.13 -0.92 0.20 0.70

Z0 -0.79 -0.13 1.00 0.13 -0.91 -0.09

ω -0.28 -0.92 0.13 1.00 -0.21 -0.77

φ 0.93 0.20 -0.91 -0.21 1.00 0.21

κ 0.37 0.70 -0.09 -0.77 0.21 1.00

[표 4-7] 외부표정요소(EOP) 간 상관관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상대표정요소, 외부표정요소, 영상 기준점의 잔차 그리고 표정요소

간 상관관계의 다양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

레이션 방법은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

법을 통하여 높은 정확도의 상대표정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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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행되었다

([그림 4-18]). 먼저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될 타겟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검정 대상지를 구성하였으며,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

이다 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총 4세트의 데이터를 획득하

였다. 획득된 각 데이터에서는 영상 기준점(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과

영상 기준점에 매칭되는 평면 패치(라이다 데이터)가 추출되었으며,

각 평면 패치의 무게 중심점은 지상 기준점의 초기 좌표로 설정되었

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

리브레이션 및 전역 최적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가중치 조절을 이

용한 점 대 면 방법이 사용되었다. 전역 최적화 과정에는 시스템 캘

리브레이션을 통하여 계산된 각 상대표정요소들과 정확도 평가 과정

에서 계산된 각 상대표정요소의 편차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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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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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설계

검정 대상지 구성 및 이에 사용된 타겟은 [그림 4-19]와 같다. 타

겟은 두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면 사이의 각도는 약 135도로

설정되었다. 각 평면은 1m(높이)×0.6m(폭)의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기

준점으로 사용될 11개의 분홍색-흰색의 패턴을 포함하고 있다. 각 타

겟은 높이 조절과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검정 대상지를 다양한 형

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9] 캘리브레이션 타겟(좌) 및 검정 대상지 구성(우)

데이터 획득은 각 어안 렌즈 카메라-라이다 조합(어안 렌즈 카메라

1-라이다1, 어안 렌즈 카메라2-라이다1, 어안 렌즈 카메라1-라이다2,

그리고 어안카메라2-라이다2)마다 네 곳의 위치에서 촬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획득은 16번(센서 조합 4가

지 × 데이터 획득 4회) 이루어졌다. [그림 4-20]은 데이터 획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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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방향을 보여준다. 그림의 빨간색 점은 센서 시스템의 위치이며, 파

란색 화살표는 어안 렌즈 카메라의 촬영 방향이다. 촬영 위치는 i) 어

안 렌즈 카메라 영상 간에 중첩도가 높게 나타나고, ii) 라이다가 전

체 타겟 평면을 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그

림 4-21]은 실제 데이터를 획득하는 모습이다.

[그림 4-20]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획득된 위치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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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용 데이터 획득

획득된 어안 렌즈 카메라 및 라이다 데이터는 각각 영상 기준점 획

득, 평면 추출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그림 4-22]는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 및 영상 기준점을 보여준다. 각 영상 기준점

은 매칭되는 라이다 평면과 동일한 ID가 부여되었다. [그림 4-23]은

라이다 데이터와 데이터에서 추출된 평면 정보를 보여준다. 추출된

각 평면에서는 지상 기준점의 초기값과 평면의 방정식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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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위) 및 영상 기준점(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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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라이다 데이터(위)와 데이터에서 추출된 평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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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멀티 센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결과 분석

[그림 4-24]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어안 렌즈 카메라1-라이다1) 초

기값 설정을 보여주며, [그림 4-25]는 캘리브레이션 완료 후의 각 어

안 렌즈 카메라의 위치(빨간색 점), 지상 기준점의 위치(파란색 원),

그리고 라이다 점군 데이터(녹색 점)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을 통하

여 각 지상 기준점이 초기 위치에서 조정되어 실제 위치로 이동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어안 렌즈 카메라1과 라이다1 이외의 다른 조합

의 경우에도 지상 기준점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부록 A.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4]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전

외부표정요소와 지상 기준점의 초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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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후

조정된 외부표정요소 및 지상 기준점의 위치

계산된 각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상대표정요소는 [표 4-8]

과 같으며 그 정확도는 [표 4-9]부터 [4-1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표 4-9]는 각 경우에 해당되는 상대표정요소의 편차를 보여준다.

변위(X0, Y0, Z0)의 경우 5mm 미만의 편차를 나타내었으며, 회전 성

분(ω, φ, κ)은 최대 42초(약 0.01도)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표 4-10]

은 영상 기준점의 잔차를 보여준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영상 기

준점 잔차는 RMSE 기준 1픽셀 이내의 값인 0.68에서 0.79 픽셀로 나

타났으며, 이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 높은 정확도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정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표 4-11]).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ROP1 Y0와 ω간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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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나(0.95),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

은 아니였다.

X0
(mm)

Y0
(mm)

Z0
(mm)

ω
(°)

φ
(°)

κ
(°)

ROP1 -232.89 -121.40 -16.28 89.28 79.66 -87.85

ROP2 -226.61 -281.42 -406.70 -157.07 100.42 97.56

ROP3 210.83 -122.16 -18.32 273.90 -100.73 274.78

ROP4 214.32 -281.23 -404.43 36.17 -80.89 98.75

[표 4-8]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상대표정요소

X0
(mm)

Y0
(mm)

Z0
(mm)

ω
(second)

φ
(second)

κ
(second)

ROP1 2.25 3.67 2.57 12'' 4'' 12''

ROP2 0.77 1.50 2.28 21'' 3'’ 21''

ROP3 2.78 4.55 4.11 32'' 7'' 29''

ROP4 4.95 4.86 4.89 42'' 3'' 43''

[표 4-9] 상대표정요소(ROP) 편차

RMSE (pixel)

ROP1 0.76

ROP2 0.68

ROP3 0.79

ROP4 0.75

[표 4-10] 영상 기준점의 잔차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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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 Y0 Z0 ω φ κ

ROP1

X0 1.00 -0.27 0.08 -0.28 0.79 0.21

Y0 -0.27 1.00 -0.15 0.95 0.10 -0.84

Z0 0.08 -0.15 1.00 -0.20 0.36 -0.02

ω -0.28 0.95 -0.20 1.00 0.06 -0.79

φ 0.79 0.10 0.36 0.06 1.00 -0.20

κ 0.21 -0.84 -0.02 -0.79 -0.20 1.00

ROP2

X0 1.00 0.19 0.17 -0.26 0.02 0.28

Y0 0.19 1.00 -0.08 -0.86 -0.42 0.87

Z0 0.17 -0.08 1.00 -0.37 0.92 0.37

ω -0.26 -0.86 -0.37 1.00 -0.02 -0.79

φ 0.02 -0.42 0.92 -0.02 1.00 0.01

κ 0.28 0.87 0.37 -0.79 0.01 1.00

ROP3

X0 1.00 0.03 -0.05 0.23 -0.01 0.23

Y0 0.03 1.00 0.21 0.01 0.90 -0.08

Z0 -0.05 0.21 1.00 -0.89 0.21 -0.91

ω 0.23 0.01 -0.89 1.00 -0.01 0.78

φ -0.01 0.90 0.21 -0.01 1.00 -0.07

κ 0.23 -0.08 -0.91 0.78 -0.07 1.00

ROP4

X0 1.00 -0.01 0.02 0.02 0.08 0.02

Y0 -0.01 1.00 0.00 -0.55 -0.10 -0.54

Z0 0.02 0.00 1.00 -0.08 0.51 -0.07

ω 0.02 -0.55 -0.08 1.00 -0.05 0.78

φ 0.08 -0.10 0.51 -0.05 1.00 -0.05

κ 0.02 -0.54 -0.07 0.78 -0.05 1.00

[표 4-11] 상대표정요소(ROP)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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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상 기준점 잔차, 상대표정요소의 편차, 그리고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이 높은 정확도

로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계산된 상대표정요소와 상대표

정요소의 편차를 이용하여 전역 최적화를 수행하고, 라이다 간의 상

대표정요소를 계산하였다.

[표 4-12]는 전역 최적화를 통하여 계산된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

이다 간 상대표정요소 보정값이다. 변위 성분의 경우 최대 –4mm 수

준의 보정이 이루어졌으며, 회전성분은 최대 –6.25초의 보정이 나타

났다. 최종적으로 라이다 간 상대표정요소(ROP5) 및 조정된 어안 렌

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상대표정요소는 [표 4-13]과 같이 계산되었다.

X0
(mm)

Y0
(mm)

Z0
(mm)

ω
(second)

φ
(second)

κ
(second)

ROP1 -0.08 0.48 -0.16 1.60'’ -0.29'’ 1.86''

ROP2 0.02 -0.01 0.13 -0.69'’ -0.06'’ 0.77''

ROP3 0.32 -1.07 0.34 2.05'’ -0.60'’ -1.43''

ROP4 -2.34 0.66 -4.08 -6.25'’ -0.07'’ 5.89''

[표 4-12]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상대표정요소 보정값

X0
(mm)

Y0
(mm)

Z0
(mm)

ω
(°)

φ
(°)

κ
(°)

ROP1 -232.81 -121.88 -16.13 89.28 79.66 -87.85

ROP2 -226.62 -281.41 -406.83 -157.07 100.42 97.56

ROP3 210.51 -121.09 -18.66 273.90 -100.73 274.78

ROP4 216.66 -281.89 -400.36 36.18 -80.89 98.75

ROP5 2.49 -340.55 422.79 61.28 1.05 -0.26

[표 4-13] 멀티 센서 시스템의 상대표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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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멀티 센서 데이터 융합

색상 및 깊이 데이터 간 융합은 셀프 캘리브레이션과 시스템 캘리

브레이션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센서의 내부표정요소와 상대표

정요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5-1]은 3장과 4장에서 설명했던

셀프·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포함한 본 연구의 데이터 융합 과정 전

체를 보여준다.

[그림 5-1] 멀티 센서 시스템 데이터 융합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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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데이터 융합의 수학적 모델

[그림 5-2]는 어안 렌즈 카메라의 색상 정보와 라이다 데이터의 깊

이 정보 간 융합의 개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어안 렌즈 카메라

의 내부표정요소와 센서 간 상대표정요소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에 대

응되는 색상 정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데이터 융합의 개념도

데이터 융합의 수학적 모델은 수식 (5-1)부터 (5-3)과 같다. 이때

Xf, Yf, 그리고 Zf는 어안 렌즈 카메라 좌표계로 표현된 대상물의 좌

표이며, X, Y, Z는 라이다 좌표계로 표시된 대상물의 좌표, 즉 깊이

정보이다. 한편 Trop는 상대표정요소의 변위 성분, Rrop는 상대표정요

소로 결정된 좌표계 간 회전행렬이다. 수식 (5-2)와 (5-3)의 r은 수식

(3-8)부터 (3-1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 초점 거리(f)의 함수이며,

Δx와 Δy는 셀프 캘리브레이션에서 계산된 디스토션 파라미터로 결정

된다. 그러므로 수식 (5-1)부터 (5-3)으로 깊이 정보(X, Y, 그리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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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칭되는 영상좌표 x, y를 계산할 수 있으며 각 영상좌표는 색상

정보를 포함한다.















 











(5-1)

 



 ∆ (5-2)

   


 ∆ (5-3)

5.2 데이터 융합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융합의 수학 모델식을 이용하여 어안 카메

라 1과 2 그리고 라이다 1과 2 데이터를 융합하고, 이에 대한 정확도

를 분석하였다. 정확도 평가는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데이터

융합의 정확도와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의 정확도 2가지 측면에서 평

가되었다.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는 깊이

데이터에 정확한 색상 정보가 부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는 서로 다른 라이다가 촬영

한 동일한 평면이 융합 데이터에서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는 지를 기

준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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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

데이터 융합의 정확도에 사용된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은 [그림

5-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색상과 깊이 데이터 간 융합의 정확도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고자, 각 어안 영상의 중요 평면에 육안 식별에

용이한 색상을 부여 하고, 각 평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의 융합 정

확도를 판단하였다. [그림 5-3]의 (a)와 (c)는 각각 검증지 1에서 촬영

된 영상 원본과 새로운 색상이 부여된 어안 영상이며, (b)와 (d)는 검

증지2에서 촬영된 영상 원본과 새로운 색상이 부여된 어안 영상이다.

[그림 5-3] 데이터 융합 정확도 판단을 위한 색상 부여

(a) 검증지1, 원본 영상 (b) 검증지2, 원본 영상

(c) 검증지1, 색상 부여 영상 (d) 검증지2, 색상 부여 영상

[그림 5-4]는 검증지1과 검증지2에서의 융합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5-4]의 (a)와 (c)는 원본 영상으로 제작된 결과이며, (b)와 (d)

는 새로운 색상이 부여된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으로 제작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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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멀티 센서 데이터 융합 영상

(a) 검증지1, 원본 영상 (b) 검증지1, 색상 부여 영상

(c) 검증지2, 원본 영상 (d) 검증지2, 색상 부여 영상

[그림 5-5]는 검증지1에서 촬영된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1 간

의 융합 결과를 보여주며, 1번 및 2번 위치를 제외하면 색상과 깊이

데이터 간의 융합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융합 오차

가 나타났던 1번과 2번 위치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번

위치는 노란색 점선(분홍색 평면의 모서리)을 기준으로 위쪽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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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점군에 잘못된 색상이 부여되었으며, 오차는 5m 거리 기준 약

2cm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번 위치의 경우 오목한 모서리 구

간에서 나타난 오차이다. 이는 실제 모서리(노란색 점선)을 기준으로

양쪽 모두에 흰색, 빨간색 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라이다

데이터의 멀티 패스 효과에 따른 오차로 판단된다.

[그림 5-5]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데이터 융합 정확도

(검증지1, 라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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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은 검증지2에서 촬영된 라이다1 데이터와 어안 렌즈 카

메라 영상 간 융합 결과이다. 검증지2에서는 1번 위치에서 일부 융합

오차가 확인되었다. [그림 5-6]의 1번 위치는 천정과 벽면이 만나는

곳으로, 4m 거리 기준 약 1.5cm 수준의 오차가 나타났다. 해당 위치

는 i) 라이다의 멀티 패스가 나타나기 쉬운 모서리 부분이며, ii) 흰색

과 노란색의 경계 위라는 것을 감안할 때, 데이터 융합 전체 정확도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6]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데이터 융합 정확도

(검증지2, 라이다1)

[그림 5-7]과 [그림 5-8]은 각각 검증지1과 검증지2에서의 어안 렌

즈 카메라와 라이다2 융합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 5-8]의 경우 계

단 및 계단 난간 지역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는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가 아닌, 라이다의 해상도 및 산란 효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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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데이터 융합 정확도

(검증지1, 라이다2)

[그림 5-8]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데이터 융합 정확도

(검증지2, 라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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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은 총 4가지의 상대표정요소로 계산되었다.

먼저 멀티 센서 시스템 설계 당시에 설정된 명목값(이하 명목값)이

사용되었으며, ICP방법으로 계산된 상대표정요소(이하 ICP값)가 사용

되었다. ICP방법의 경우 지역 최적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목

값을 초기값으로 입력하여 계산되었다. 다음으로 ROP1과 ROP2를 이

용하여 계산된 ROP5와, ROP3과 ROP4 간의 폐합 조건을 사용하여

계산된 ROP5의 평균값(이하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전역 최적화를 통하여 계산된 상대표정요소가 사용되

었다. 각 상대표정요소의 값은 [표 5-1]과 같다.

X0
(m)

Y0
(m)

Z0
(m)

ω
(°)

φ
(°)

κ
(°)

명목값 0 -0.35 0.40 60 0 0

ICP값 0.0105 -0.341 0.415 59.10 1.49 -1.15

평균값

(폐합 조건만 사용)
0.0042 -0.3458 0.4230 61.34 1.10 -0.25

전역 최적값 0.0025 -0.3406 0.4228 61.28 1.05 -0.26

[표 5-1] 데이터 융합에 사용된 라이다 간의 상대표정요소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는 라이다1과 라이다2 모두에서 획

득된 평면을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라이다 간의 상대표정요소가 정확

할수록 두 라이다가 동시에 스캔한 평면은 융합을 통하여 동일한 평

면으로 구성될 것이며, 상대표정요소의 정확도가 낮을 경우 각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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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다른 평면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5-9]는 정확도 평가 위

치를 보여주며, 그림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위치는 두 라이다 데이터

간의 중첩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림 5-9]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 평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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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은 [그림 5-9]의 1번 위치를 확대한 그림이다. [그림

5-9]의 (a)는 명목값, (b)는 ICP값, (c)는 평균값, 그리고 (d)는 전역

최적값으로 계산된 융합 데이터이다. 가장 큰 융합 오차는 명목값으

로 데이터 융합을 했던 경우에 나타났으며, 각 라이다의 평면이 서로

다른 2개의 평면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명목값 이외의 경우는 모두

하나의 평면과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나, 상대적으로 ICP값을 사용하거

나 전역 최적값을 사용한 경우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0]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 (1번)

(a) 명목값 (b) ICP값 (c) 평균값 (d) 전역 최적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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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 (2번)

(a) 명목값 (b) ICP값 (c) 평균값 (d) 전역 최적값

[그림 5-11]은 2번 위치에서의 정확도이다. 그림을 통하여 전역 최적

값, 평균값 순서로 높은 정확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번 위치

에서 평면 간 융합이 적절히 이루어 졌던 ICP의 경우 2번 위치에서

는 매우 부정확한 융합을 보여주었다. 즉 각 라이다 데이터의 두 평

면은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평면과 같은 형태를 보였다. 명목값

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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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위치 역시 2번 위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역 최적값

을 이용한 경우에 데이터 융합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CP값을 사용했을 경우가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5-12]를

통하여 ICP값을 이용한 경우에는 라이다 평면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목값과 평균값의 경우에도 하나의 평면으

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2]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 (3번)

(a) 명목값 (b) ICP값 (c) 평균값 (d) 전역 최적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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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번 위치 역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5-13]). 가장 높

은 정확도는 전역 최적값의 경우에 나타났으며, 명목값의 경우 두 평

면이 완전히 서로 다른 두개의 평면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3]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 (4번)

(a) 명목값 (b) ICP값 (c) 평균값 (d) 전역 최적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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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치에서의 라이다 데이터 융합의 오차는 [그림 5-14]와 같이

계산되었다. [그림 5-14]의 회색 원과 녹색 원은 각각 라이다 1과 라

이다 2의 점군 데이터이며, 라이다 1의 평면 패치는 라이다 1점군 데

이터로 부터 계산되었다. rn은 라이다 1 평면 패치로 부터 라이다 2의

n번째 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수직으로 세워진 평면 패치를 기준

으로 좌측과 우측이 서로 다른 부호를 나타낸다. dn은 데이터 획득

위치로 부터 라이다 2의 n번째 점까지의 거리이다. 라이다 간의 융합

오차는 i) rn과 ii) rn을 dn으로 나눈 값(이하 r/d) 각각의 평균(MBE),

절대값 평균(MAE), 그리고 평균 제곱근(RMSE)으로 계산되었다. 이

때 r/d는 1m 거리를 기준으로 몇 mm의 라이다 융합 오차가 나타나

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산되었다.

[그림 5-14]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 계산 방법

[표 5-2]는 각 위치에서 계산된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오차를 보

여준다. 표를 통하여 정확도 평가 위치에 상관없이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전역 최적값을 이용할 경우에 가장 낮은 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위치별 오차는 사용된 상대표정요소의 종류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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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번 위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3번 위치가 데이터 획득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며, 멀티 패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서리를 일부 포함하는 구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m 거

리를 기준으로 계산된 오차인 r/d의 경우, 3번 위치의 거리 차이에 따

른 오차차가 일정 부분 보정되어 다른 위치와의 오차 수준 차이가 크

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

표정

요소

위치
MBE (mm) MAE (mm) RMSE (mm)

r r/d r r/d r r/d

명목값

1번 위치 46.43 22.11 46.44 22.11 50.34 23.97

2번 위치 20.24 13.49 23 15.33 28.61 19.07

3번 위치 49.81 11.86 49.81 11.86 50.68 12.07

4번 위치 26.78 8.64 28.86 9.31 34.04 10.98

전체 34.30 14.02 35.68 14.65 39.57 16.52

ICP값

1번 위치 -20.18 -9.61 20.33 9.68 23.37 11.13

2번 위치 -34.43 -22.95 34.43 22.95 35.94 23.96

3번 위치 117.44 27.96 117.44 27.96 119.00 28.33

4번 위치 -30.87 -9.95 30.90 9.97 32.80 10.58

전체 12.01 -3.64 55.12 17.64 56.98 18.50

평균값

1번 위치 -14.11 -6.72 32.64 15.54 41.2 19.62

2번 위치 -5.05 -3.37 12.86 8.57 15.94 10.63

3번 위치 42.66 10.15 42.92 10.22 48.40 11.52

4번 위치 -7.31 -2.36 17.80 5.74 22.25 7.18

전체 6.64 -0.57 25.69 10.02 30.63 12.24

전역
최적값

1번 위치 -3.11 -1.48 29.08 13.85 34.82 16.58

2번 위치 -1.23 -0.82 12.17 8.11 15.32 10.21

3번 위치 18.80 4.47 18.87 4.49 20.12 4.79

4번 위치 -1.7 -0.55 16.40 5.29 20.19 6.51

전체 4.10 0.405 17.71 7.94 20.87 9.52

[표 5-2] 라이다 데이터 간 융합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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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멀티 센서 시스템 데이터 융합을 위하여 셀프 캘리브레

이션 및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과 멀티 센

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

다.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한 연구는 어안 렌

즈 카메라의 수학 모델식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투영 모델식과 편미분 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하여, 어

안 렌즈 카메라와 일반 광학 카메라는 서로 다른 상관관계 경향을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는 보완된

A 형태의 검정 대상지를 이용한 어안 렌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제안하였다.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셀프 캘리브레이션 정확

도 확보에 중요 요건인 i) 내부표정요소와 외부표정요소 간의 상관관

계 해소와 ii) 영상 기준점의 고른 분포 두 가지 부분을 모두 만족시

킬 수 있었으며, 이는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항공 라이다와 영상 간 등록에 사용되는 기존의 점 대 면 방법

을 사용하여,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중치 조절을 이용한 점 대 면 시스템 캘

리브레이션은 i)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따로 획득할 필요가 없으며,

ii) 한 평면 일부에 대한 라이다 정보만으로도 해당 평면 위의 모든

영상 기준점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 대

면 등록 방법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정밀하게 설계된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고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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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전역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전역 최적화 방법은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간의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결과와 정확도를 이

용하여, 라이다 간의 상대표정요소를 구하는 동시에 계산된 광학과

라이다 간 상대표정요소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이다. 제안된 방법은

센서 간 기하학적 위치와 관련된 제한 조건 설정과 전역 최적화 과정

추가만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센서 간의 상대표정요소를 보다

정밀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제안된 셀프 캘리브레이

션 및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는 융합된 센서 데이터의 정확도

평가를 통하여 추가 검증되었으며, 제안된 방법으로 융합된 색상-깊

이 데이터는 기존 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

다.

본 연구의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

저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되는 보완된 A형태의

검정 대상지는 구현이 용이하면서도, 높은 정확도의 내부표정요소를

계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안 렌즈 카메라가 사용되는 다양한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i) 라이다 평면의

일부만으로 해당 평면에 매칭되는 모든 영상 기준점을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로 상대표정요소를 계산할 수 있으며, ii)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획득할 필요가 없고 iii) 최소제곱-광속조정법에 가

중치 조정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다종 센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은 지상 기준점 획득 과

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또는 현장(In-situ) 캘리브레이션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멀티 센서 시스템의 사용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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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대상지를 구성해야하는 부담 없이 센서 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역 최적화를 통한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기존

방법들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센서 시야각 중첩이

적은 다양한 센서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셀프 캘리브레이션 및 시

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대한 전반적 수정이 필요없

기 때문에 구현이 용이하면서도 보다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 센서 시스템 데이터 간 정확한 융합을 위한

셀프 캘리브레이션 및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방법을 제안하고, 높은

정확도의 융합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한편 3차원 모델링은 융합 데이

터 간의 등록 과정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융합

데이터의 색상 및 깊이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간 등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활용성 높은 3차원 모델 제작을 위

하여 열적외 및 초분광 센서를 이용한 멀티 센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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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어안 렌즈 카메라의 투영 모델

어안 렌즈 카메라의 대표적인 투영 모델인 등거리 투영, 등입체각

투영, 정사 투영, 그리고 스테레오 투영은 [그림 A.1-1] 부터 [그림

A.1-4]와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한다. 이때 f는 초점거리, ϴ는 입

사각이다. 각 그림과 같이 어안 렌즈 카메라는 일반 광학 카메라(원

근 투영 모델)에 비하여 대상물의 상이 영상의 중앙부에 기록된다.

따라서 어안 렌즈 카메라 영상의 각 픽셀은 광학 카메라에 비하여 넓

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A.1-1] 등입체각 투영 모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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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 등거리 투영 모델의 개념

[그림 A.1-3] 정사 투영 모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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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4] 스테레오 투영 모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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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최소제곱-광속조정법

A2.1. 최소제곱법

최소제곱법은 측량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오차 조정 방법

으로, 동일한 중량으로 측정된 모든 측정값에 대하여 오차 제곱의 합

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계산해야할 변수와 이에 관련된 관측

방정식의 수가 많을 경우 최소제곱법을 행렬식으로 구성하여 효율적

인 오차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수식 (A.2-1)은 수식 (A.2-2)과 같이 행렬로 표시 될 수 있으며,

이때 a는 방정식의 계수, x는 변수이며, L은 관측값, 그리고 v는 잔차

를 의미한다. 이때 최소제곱법은 수식 (A.2-3)과 같이 표현된다.

   
   

⋮

(A.2-1)











  
  

























































→   (A.2-2)




     

















   min (A.2-3)

A.2.2. 광속조정법

광속조정법은 다수의 광속(bundle)을 동시에 사용하여, 표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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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센서의 투영 모델식과 기하학적 제한 조건에

따른 수식 등으로 구성된다.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되는 모델식은 비선

형이기 때문에, 각 수식은 테일러 전개(Taylor's Expansion)를 통하

여 선형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속조정법은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경우 내부표

정요소, 외부표정요소, 그리고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변수로 하여 구

성되며,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경우 외부표정요소, 상대표정요소, 그

리고 지상 기준점의 좌표로 구성된다. 각 켈리브레이션에 해당되는

광속조정법의 행렬 구성은 [표 A.2-1] 및 [표 A.2-2]와 같다.

내부표

정요소

외부표정요소

지상기준점

EOP1 ··· EOPn

투영

모델식

1번 영상

···

n번 영상

지상 기준점

1

1

1

[표 A.2-1] 광속조정 행렬의 구성

(어안 렌즈 카메라 셀프 캘리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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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

정요소

외부표정요소

지상기준점

EOP1 ··· EOPn

투영

모델식

1번 영상

···

n번 영상

지상 기준점 간

거리 관측값

지상 기준점

1

1

1

[표 A.2-2] 광속조정 행렬의 구성

(어안 렌즈 카메라와 라이다 간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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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어안 렌즈 카메라의 투영 모델

[그림 A.3-1]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전 외부표정요소와

지상 기준점의 초기 위치(어안 카메라1–라이다2)

[그림 A.3-2]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후 조정된

외부표정요소 및 지상 기준점(어안 카메라1–라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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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3]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전 외부표정요소와

지상 기준점의 초기 위치(어안 카메라2–라이다2)

[그림 A.3-4]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후 조정된

외부표정요소 및 지상 기준점(어안 카메라2–라이다2)



- 149 -

A.4.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본 연구에서는 진행된 실험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소프트웨어는 Matlab GUI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소

프트웨어는 크게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작, 셀프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부분으로 나뉜다.

A4.1.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작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그림 A.4-1]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시뮬레이션 데이

터를 제작한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A.4-2]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작 소프트웨어의 시작화면이

다.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면,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기존에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불러올지를 선택한다. 만약 새로운 프로

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시스템을 구성할 센서의 종류와 숫자를 먼저

결정한다.

[그림 A.4-1]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작 소프트웨어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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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2]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작 소프트웨어 시작 화면

센서의 종류와 숫자를 결정하면 각 센서의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결정하게 된다([그림 A.4-3]). 센서의 특성을 설명할 내부표정요소, 영

상의 크기, 디스토션 파라미터, 그리고 랜덤 오차의 수준 등은 이 단

계를 통하여 결정된다.

[그림 A.4-3] 각 센서의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설정 화면

센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간의 상대적인 위치, 즉 상대표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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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그림 A.4-4]과 같이 결정된다. 각 센서는 XYZ 좌표계를 기준

으로 배치되고 이때 참고 센서의 상대표정요소는 모두 0으로 표기하

게 된다.

[그림 A.4-4] 센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상대표정요소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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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시스템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들의 내부 및 외부표정요소

가 결정되면 캘리브레이션 타겟과 검정 대상지를 설정하게 된다. [그

림 A.4-5]는 소프트웨어의 검정 대상지 설정 화면으로, 이를 통하여

검정 대상지 타겟을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타겟의

형태와 숫자를 결정하고 나면 이를 임의로 배치하여 검정 대상지 전

체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림 A.4-5] 시뮬레이션 타겟 및 검정 대상지 설정 화면

검정 대상지가 구성되면 센서 시스템이 촬영될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A.4-6]은 센서 시스템의 촬영위치 및 방향, 즉 외부표정

요소 설정 기능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는 외부표정요소가 결정되면

검정 대상지 내의 어떠한 위치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게 될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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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A.4-6] 시뮬레이션 센서 시스템의 외부표정요소 설정 화면

데이터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작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작 화면은 [그림 A.4-7] 및 [그

림 A.4-8]과 같으며, 각각은 제작된 광학 카메라와 라이다 시뮬레이

션 데이터를 보여준다. 소프트웨어는 제작된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의

획득 위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A.4-9]는 특정 위치에서 촬영된 모든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

는 화면이다. 이와 같은 기능은 센서 간 시야각 중첩 등의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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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7] 광학 카메라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작 화면

[그림 A.4-8] 라이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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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9] 단일 위치에서 제작된 모든 센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

A4.2.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는 [그림 A.4-10]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의 구성은 크게 데이터 전처리 및 설정, 셀프 캘리브레이

션, 그리고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 156 -

[그림 A.4-10]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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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11]은 소프트웨어의 실행 초기 화면을 보여준다. 초기 화

면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의 종류와 숫자가 설정되며, 데

이터 전처리 및 캘리브레이션 기능의 실행은 초기화면에서 선택적으

로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A.4-11]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작 화면

센서의 종류와 숫자가 결정되면 각 센서의 내부표정요소 및 디스토

션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된다([그림 A.4-12]).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경우 설정된 파라미터 값은 캘리브레이션 초기값으로 사용되며, 시스

템 캘리브레이션의 경우 관측값으로 입력된다.

각 센서의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은 [그림 A.4-13]과 [그림

A.4-14]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A.4-13]은 광학 영상 데이터

에서 영상 기준점을 획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제작된 소프트웨어는

영상 처리를 통하여 영상 기준점의 후보군을 추출해주며, 이후 사용

자의 판단에 따라서 영상 기준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최종

결정된 영상 기준점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패치 ID와 포인트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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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부여된다. 라이다 데이터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평면 정

보와 해당 평면의 방정식, 그리고 평면의 무게 중심점이 계산된다([그

림 A.4-14]).

[그림 A.4-12] 센서 내부표정요소 및 파라미터 설정 화면

[그림 A.4-13] 광학 카메라 영상 기준점 획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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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14] 라이다 데이터 평면 패치 획득 화면

각 센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데이터들과 함께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불러오게 된다. 이때 가중치 조절을 이용한 점

대 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선택하면, 지상 기준점의 좌표를

불러오는 대신, 라이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계산된 각 평면의 무

게중심점을 지상 기준점 초기값으로 불러오게 된다([그림 A.4-15]).

캘리브레이션의 표정요소 초기값 설정은 캘리브레이션의 종류에 따

라서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셀프 캘리브레이션의 경우 외부표정요소

의 초기값을 설정하게 되며,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의 경우 외부표정요

소 및 상대표정요소의 초기값을 설정하게 된다([그림 A.4-16]).

소프트웨어는 시뮬레이션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 판단을 위한 추가

기능을 [그림 A.4-17]과 같이 제공한다. 캘리브레이션이 시뮬레이션으

로 진행될 경우, 시뮬레이션 데이터 단계에서 설정된 표정요소 및 파

라미터의 참값을 불러들여 정확도 평가에 사용한다.



- 160 -

[그림 A.4-15] 전처리가 완료된 센서 데이터 및 지상 기준점 좌표

불러오기

[그림 A.4-16] 상대표정요소 및 외부표정요소 초기값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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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17] 시뮬레이션 표정요소 및 파라미터 설정값 불러오기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그림 A.4-18]과 같이 캘리브레이션이 진행

된다. 제작된 소프트웨어는 모든 표정요소 각각을 관측값, 변수, 그리

고 수도(pseudo) 관측값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표정요소, 영상 기준점, 그리고 지상 기준점에 대한 가중치 조정 기능

을 제공한다. 또한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특정 영상

이나 영상 기준점을 캘리브레이션에서 배재하는 기능과([그림

A.4-19]) 전체 영상 기준점의 배치와 면적 비율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그림 A.4-20]).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 캘리브레이션 결

과, 영상 기준점의 잔차, 표정요소의 편차, 그리고 상관관계 등은 [그

림 A.4-18]의 화면에 표기되며, [그림 A.4-21]과 같이 영상 기준점 잔

차의 크기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정확도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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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18] 캘리브레이션 수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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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19] 영상 또는 영상 기준점을 캘리브레이션에서

배재하는 기능

[그림 A.4-20] 영상 기준점 전체의 화면 배치 및 면적 비율

확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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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21] 영상 기준점의 잔차 확인 기능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사전에 설

정되었던 각 표정요소 및 파라미터의 참값을 이용한 정확도 평가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A.4-22]는 시뮬레이션 정확도

분석 화면으로, 참값과의 수치 비교, 디스토션 해석력 확인, 파라미터

간의 상관관계 확인, 그리고 영상 기준점의 잔차를 확인하여 심도 있

는 정확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A.4-23]은 영상을 통하여

내부표정요소 및 디스토션 파라미터의 정확도를 분석하는 기능을 보

여준다. 제작된 소프트웨어는 개별 파라미터 및 전체 파라미터의 정

확도를 2차원 영상 또는 3차원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65 -

[그림 A.4-22] 캘리브레이션 시뮬레이션 정확도 분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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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23] 내부표정요소 및 디스토션 파라미터 정확도 분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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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Sensor System Calibration

for Lidar and Fish-eye Lens

Camera Data Integration

Kanghyeok Choi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applicability

of three-dimensional (3D) modeling in various fields including

surveying, location-based services, augmented reality, motion

capture, and traffic management. In particular, 3D modeling using

a multi-sensor system has an advantage that can model

three-dimensionally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such as depth,

color, and temperature in surrounding environments depending on

sensors implemented in the system. Thus, the need of research 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 multi-sensor system has

increased. As the development of multi-sensor systems based on

various platforms such as backpack, robot, and drone have been

underway, ensuring the efficiency and making senso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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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eight has become the essential point in system operation.

Thus,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a multi-sensor system

utilizing sensors whose data acquisition efficiency is high such as

fisheye lens camera and 3D LiDAR.

3D modelling using data from the multi-sensor system, a relative

position between sensors and a mathematical model equation of the

sensors in the system should be calculated accurately.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accurate self-calibration and system

calibration. However, the following limitations are found in a

recently developed multi-sensor system when conducting an

accurate calibration. First, a fisheye lens camera that is widely

used in sensor systems has a different projection model from that

of general optical camera. Nonetheless, the same calibration method

is performed in fisheye lens cameras based on the study results of

general optical cameras. Thus, a study is need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fisheye lens camera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general optical camera, thereby ensuring the accuracy of

self-calibration of fisheye lens camera. Next, a study on calibration

of multi-sensor system that is designed to minimize overlapping

field of view (FOV) between sensors is nee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ata acquisition. Since a multi-sensor system that

minimizes overlapping FOV between sensors restricts the

calibration execution significantly,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calibration method to overcome the restriction.

This study proposes a calibration method used in multi-sensor

system whose overlapping FOV between sensors is lo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found in existing studies and facilit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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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fusion of color and depth data.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 self-calibration of fisheye lens camera, and

calibration of multi-sensor system.

The proposed self-calibration method of fisheye lens camera

revealed highly accurate results by low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orientation parameters efficiently.

This study verified that fisheye lens cameras exhibited a

correlation between orientation parameters, which was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optical camera,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orientation parameters, and analysis on fisheye

lens projection model. It also proposed a test bed design that can

lower the correlation between orientation parameters of fisheye

lens camera. The self-calibration of fisheye camera lens using the

proposed test bed showed high accuracy of 0.56 and 0.67 pixels

based on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f image residual,

and a correlation between orientation parameters showed a level of

up to 0.75.

The proposed multi-sensor system calibration method was

conducted in two-folds: first, system calibration between fisheye

lens camera and LiDAR, and second, system calibration between

LiDARs. In this study, the point-to-plane system calibration was

proposed as a method to calculate a relative orientation parameters

between fisheye lens camera and LiDAR. The point-to-plane

system calibration method employs a geometric relationship

between image control point and LiDAR's plane patch, which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i) it does not need a process that

measures a ground control points coordinates, and ii) it can em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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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mage control points over the corresponding plane in the

calibration using only some of the LiDAR plane patch. The

proposed system calibration method between LiDARs employs a

deviation of orientation parameters and relative orientation

parameters between fisheye lens camera and LiDAR, in which

global optimization is performed using the system calibration

results and accuracy between optical camera and LiDAR. The

proposed method can calculate relative orientation parameters of all

sensors in the system using only the setup of restriction

conditions of location relationship between sensors. It is also easy

to implement and it can expect high accuracy compared to existing

methods.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system calibration method

was verified through various analyses, and it showed a accuracy

between 0.68 and 0.79 pixels based on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f image residual. The proposed self-calibration and

system calibration results were finally used in data fusion, and the

produced fusion data exhibited higher accuracy than that of

existing methods.

This study proposed a self-calibration of fisheye lens camera

and a calibration method of multi-sensor system whose

overlapping FOV was low. It also conducted data fusion between

sensors. The proposed method is valuable in a sense that it can

be easily and efficiently implemented, and produce more accurate

results than that of existing methods. The proposed calibration

method is expected to be utilized in studies that require

self-calibration of fisheye lens camera. It is also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real-time and in-situ system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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