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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면반사체의 3차원 형상 추정을 한 상처리

( Image Processing for 3-D Shape Estimation of Specular Ref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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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속이나 유리와 같이 정반사 특성을 갖는 경면반사체의 3차원 형상 추정을 한 상처리에 한 것으로, 조명

계와 CCD 카메라  경면반사체로 이루어진 머신비  시스템의 기하학  로분석을 통해 반사체의 형상이 반사 의 로에 

주는 향을 수식화하고, 이를 반사체의 3차원 형상 추정에 이용하 다. 즉, 공간 으로 분포된 원들이 반사체에 정반사되

어 취득된 상에서, 반사체의 형상에 따라 상에서의 원의 상  치가 변화되므로, 이 변화량을 이용하여 3차원 정보

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반사체의 3차원 형상의 추정이 가능함을 보인다.  

Abstract

A method to estimate the 3-D shape of surface with specular reflection is proposed,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ages reflected from a flat surface and a curved surface is used. First, we analyzed the geometry of the spatial reflection 

at specular surface and the variation of reflected light due to curved surface, whose results are used to estimate 3-D 

shape.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to be effective via experiments using the illumination with spatially distributed light 

source and the CCD camera to capture the light reflected from a surface. In experiments, the captured images from curved 

surface with specular reflection are processed to approximately estimate 3-D shape.

      Keywords : Specular reflection, 3-D Shape, Image Processing 

Ⅰ. 서  론

비  시스템은 사람의 을 신하여 반복성, 정 도 

 정확성이 높은 작업을 할 수 있어 산업 으로 다양

하게 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에서 학기술

을 이용한 3차원 비  시스템은 상물체에 한 거리

정보 혹은 형상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을 받

기 시작했고, 반도체의 표면검사나 결함을 검출하는 자

동 검사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용되고 있다. 

물체에서의 빛의 반사를 살펴보면, 일반 으로 재료

표면에 따라 정반사(specular reflection, 正反 )와 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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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diffuse reflection, 亂反 )로 나뉘어진다.[1] 정반사는 

거울반사 는 경면반사라고도 하며, 정반사가 지배

으로 일어나는 측정물체에는 거울, 속, 유리 등과 같

이 표면이 매끄럽고 택이 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경면반사체라고 통칭한다. 경면반사체는 결함검사 

등 자동화된 공정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FC(flip chip), CPS(chip scale package) 등 고집  반도

체 패키지 등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gold bump나 

solder ball과 같이 택면을 갖는 속부 는 빛의 산

란에 의해 이 나 확산  등의 입사에 의한 상취득

이 불가능하거나 상 내의 정보가 손실되어 3차원 검

사가 쉽지 않고, 따라서, 정반사를 갖는 부분의 정 한 

3차원 형상의 측정기술은 반도체 검사용 장비의 기술개

발경쟁에서 요한 우 를 하는 기술이 되고 있다. 

반면, 이제까지 머신비 에 한 연구를 보면, 피사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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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확산반사의 특성을 보임에 따라 경면반사체

를 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

이 사실이다. 3차원 형상의 정보추출을 해 제안되었

던 방법의 부분은 오래 부터 학  방법을 주로 

사용하 으며,[2～3] 특히 삼각법을 이용한 이  스캔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제안되어[4] 정 납땜검사나 

표면실장장비와 같은 산업 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이것은 기하 학  분석에 의해 이  선을 역

추 함으로써 이  원의 빛이 경면반사된 치와 

입사각을 측정하여 삼각법에 의한 간단한 도해 형상의 

추정할 수 있으나, 경면반사체의 경우 반사 표면에서의 

산란 상에 의한 노이즈에 취약한 단 이 있고 고정된 

단일 장을 이용한 이 방식으로 물체의 색변화  

실제 검사 환경에서 측정의 재 성과 정확성이 떨어지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서, 표면에서 반

사되는 특성을 분석하고 특정한 형태와 방향의 조명과 

카메라 조합을 통하여 최 의 상을 캡쳐한 후, 상

처리에 의해 3차원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5～7]
 특히, 자산업에서 납땜부분의 검사에 stripe 

구조 는 원형의 원을 사용한 방법이 표 인 이

다.[8～9] 그러나, 의 형태보다 복잡한 형상에 한 산

란 상이나 반사 의 로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경면반

사체에 용된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외의 응용

분야에 따라 수직입사 이나 소수의 원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
[10～11]

 측정 물체의 기울기가 완만한 일

부분만이 측정 가능하다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반사특성을 갖는 경면반사체를 

상으로, 머신비 에 의한 3차원 형상 정보의 추정이 가

능한 상처리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공간 으로 배열

된 원으로 이루어진 조명이 평면거울에 반사되어 

CCD 카메라에 취득되어진 상과 곡면의 경면반사체

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취득된 상을 비교하고, 상에

서의 원의 치의 변화를 이용하여 3차원 깊이 정

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반사체

의 3차원 형상의 추정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를 해, 

우선 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면에 반사되어 카메라 

즈로 입사되는 로를 도해하고, 반사면의 높이나 기울

기의 변화에 의한 로의 변화와 나아가서 CCD 카메라

로 취득된 상에서의 원의 치에 어떤 향을 주는

가를 수식을 통해 구하 다. 한 이에 근거하여 머신

비  실험장치를 구성한 후 상을 취득하고, 도해 결

과를 이용해서 경면반사체의 3차원 형상을 구하는 실험

을 통해 제시된 방법의 효용성을 보인다.

Ⅱ. 경면반사체의 반사면의 광로 분석

정반사 특성을 갖는 반사면의 3차원 형상 추정을 

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해서는 별빛이 수면에서 반사될 때 찰되는 상을 

생각하면 된다. 잔잔한 물의 표면에서 밤하늘의 별빛이 

반사되는 경우를 보면, 고정된 치에서 수면을 찰할 

때 수면에 비친 별은 항상 일정한 치에 있게 된다. 이 

때, 바람 등에 의해 수면이 흔들리면 반사되는 별의 

치가 흔들리게 되며, 울과 같이 주기가 큰 물결이 있

는 경우, 반사된 별빛의 상  치 변화에 의해 도

의 형태 등 수면의 3차원 정보의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응용하여, 경면반사면의 표면에서 반

사된 원의 치를 측정하고 이 치정보로부터 반

사면의 높이나 기울기 정도를 계산하여 반사면의 3차원 

정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인 방법으로, 볼

록거울에 반사된 피사체를 취득한 상에서 피사체의 

치를 역추 하는 로분석방법이 제시되었으나,[12] 본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 인 형상을 상으로 로 분석

을 기술하기로 한다.

경면반사체의 3차원 측정을 한 로 분석의 방법

을 제안하기 해, 우선 경면반사면의 기울기와 높이가 

동시에 변화할 때 그 변화에 따라 동일한 로로 반사

된 빛이 진행하는 복수의 경우가 가능하며, 아래 그림 1

을 이용하여 이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원 A에서의 빛이 경면체의 반사면에서 반사될 

점

A

a)

c)

b)

점광원 A 반사광

경면반사면

그림 1. 반사면의 변화에 따른 반사 의 로

Fig. 1. Reflected light on specula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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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사면의 치에 따른 반사 의 로 변화

Fig. 2. Reflected light path with surface displacement.

때는, 그림 1에서보인 바와 같이 a) 반사면의 높이만 변

화한 경우,  b) 반사면의 기울기만 변화한 경우, c) 반사

면의 높이와 기울기가 동시에 변화한 경우가 있으며, 3

가지 경우 모두 같은 각도로 반사되며, CCD 카메라로 

상을 취득할 경우 같은 입사각으로 입사되어 동일한 

치에 있는 원의 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일반

인 경우에는 취득 상에서의 원의 치 변화만으로

는 반사면의 기울기와 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사 의 로를 분석하기 해 우선, 한 으로부터

의 빛이 정반사 특성을 갖는 경면반사체에서 반사되어 

즈를 통해 CCD 카메라로 입력되어 이미지 상에 나타

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경면물체의 반사면이 평면일 

경우 반사면의 치 변화에 따른 반사 의 로 변화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간단한 도해

를 해 한 방향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림 2에서, 원 A로부터의 빛이 반사표면의 한 

 B로부터 반사되어 카메라 즈를 통해 의 각도로 

입사되는 빛이 CCD상의 치 에 도달하는 로가 나

타나 있다. 이 때, z축 상에서 즈와 반사면까지의 거

리를  , 반사면과 원 B까지의 거리를  , 즈에

서 CCD까지의 거리를 라고 한다. 한,  CCD의 

원의 치 는 취득된 상에서 원의 치를 구함

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림 2를 통해 원 A의 치를 

로 나타내면,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이며,  입사각인 를 포함하여 

     는  그림 2에 표시된 값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그림 2에 동시에 보인 바와 같이, 반사면의 

치가 변할 때 반사 의 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

펴본다. 앞의 그림 2에서, 경면반사체의 반사 의 치가 

B에서 B'으로 ∆만큼 변할 때, 원 A로부터의 빛은 

카메라에는 가 아닌 다른 각도로 입사되어 취득 상에

서는 다른 치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때의 입사각을 

′라 하고, 입사된 빛이 ′의 치에 도달된다고 하자. 
그림 2에서 반사면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 수직을 

유지하고, 치만 변화했다고 하면 원 A의 치는 

식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 (2)

여기서 ′  
′
이며, 입사각인 ′를 포함하여 

  ′는  그림 2에 표시되어 있다
식 (1)과 (2)를 비교하면, 치가 같은 원에 하

여 다음의 식(3)의 계가 성립하고, 반사면의 치 변

화에 따라 CCD상의 도달 의 치가 에서 ′으로 변
화되고 취득 상에서 원의 치 정보를 이용하면 

그 치변화량∆를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사면의 기울기가 변할 때 그 로의 변화

를 그림 3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에 보인 바

와 같이, 반사  B″에서 반사면의 기울기가 만큼 변

한다고 하자. 이 때, 원 A에서 나온 빛은 반사되어 

카메라에 ″의 각도로 입사되어 CCD 상의 ″에 도달
하게 된다고 하면, 반사  B″에서의 로의 각도는 그

림과 같이 각각 ″ , ″   가 되며, 원 A의 

치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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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사면의 기울기에 따른 반사 의 로 변화

Fig. 3. Reflected light path with surface angle

   ″  ″   (5)

여기서 ″  
″
이며,  , ′′와 ′′는  그림 3

에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앞의 경우와 같이 고정된 원의 치와 

반사면의 각도 변화의 계를 이용하여 식 (6)이 성립

하며, 식 (6)의 우변항은 식 (7)에 보인 삼각함수의 덧

셈정리를 이용하여 다음 식 (8)과 같이 나타나며, 이 식

은 곧, 반사면의 각도 변화 후의 취득된 CCD 상에

서 원의 치 ″를 이용하여 반사면의 기울기 가 
얼마나 변하 는가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6)

   · 
  

 (7)

                     

 
 ″ ″      ″

   ″

(8)

  이상의 로분석은 반사면의 높이( 는 치)와 반

사면의 기울기  하나만 변화한 경우를 고려한 것으

로, 단순하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는 원리를 이

용하여 로를 분석한 결과이나, 일반 인 3차원 형상

에서는 반사면의 치와 기울기가 동시에 변화하는 경

우가 부분으로, 이 경우 로해석에 의해 반사면의 

높이와 기울기의 변화를 동시에 구하는 방법은 매우 복

잡하다. 

높이와 기울기가 만큼 동시에 변화할 때, 앞의 경우

일 때의 식(2)와 (5)는 식(9)로 나타낼 수 있다. 

    
    

     

(9)

여기서   

 이며, 과 는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높이와 기울기가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의 입

사각  취득 상에서의 치를 나타낸다.  이 때, 

원의 치가 일정함에 따라, 식 (10)이 성립하고, 앞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입사각 는 취득 상에서의 

치를 알면 식(11)와 같이 반사면의 기울기와 치변화

를 포함한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식(11)를 살펴보

면, 치가 변하지 않을 경우, 즉,   의 경우에 

해서는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식(8)과 동일하고, 

한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즉,    의 경

우에 해서도 치변화를 나타내는 식(4)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경면반사면의 높이나 기울기  하나만 

변하는 경우 그 변화된 크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앞서 그림 1을 이용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반사면의 기

울기와 치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반사 의 로분석

만으로 기울기와 치를 동시에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사화 방법으로서 넓은 면

의 경면반사면에서 경면반사가 일어나는 과 주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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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그림 4. 로분석에 의한 3차원 형상 추정 

Fig. 4. Examples of estimated 3-D surface.

를 함께 고려하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면을 가정한 형

상 추정방법을 제안한다. 

다음 그림 4에서는 이와 같은 완만한 변화를 갖는 

표  곡면의 형상을 보인 것으로, 뒷장에 기술할 실험

에 사용된 경면반사체를 부분 으로 이용하 다. 

그림 4는 그림 1의 경면형상을 주변부와 함께 도시한 

것으로, a)의 경우는 높이만 변화하 다고 가정하고 높

이의 변화만을 구한 것이며, b)의 경우는 반사면의 기

울기만 변화하 다고 가정하여 구한 값을 략 으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 4의 c)는 높이와 기울기가 동시에 변화하 다

고 가정할 경우에 추정해야 하는 높이와 기울기의 변화

값의 를 보인 것이다. 3차원 형상을 실 으로 고려

해 볼 때, b)의 경우와 같이 반사면의 높이의 변화 없이 

반사면의 기울기만 변화하는 경우는 실제 형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개는 경면반사체의 높이만 

변화하거나, 반사면의 높이와 기울기가 동시에 부드럽

게 변화하는 형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a)의 경우, 그 변

화된 높이의 값을 구하는 것은 용이하나, 그 가정을 

용할 수 있는 3차원 형상은 한정 일 것이다. 산업 

장에서는 이나 납과 같은 속 표면의 3차원 형상 추

정의 요구가 있으며, 그림 5에서 보인 것처럼 반도체 

패키지에 사용되는 gold bump와 같은 경우는 그 구조

에 의해 경면반사면의 높이만 변화하는 형태로서, 경면

반사체의 정 한 3차원 측정은 곧 높이의 측정만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에 보인 c)의 경우와 같이 일반  형상에 해

서는, 식(12)의 계를 만족하는 높이의 변화와 기울

그림 5. 경면반사가 발생하는 반도체패키지용 Gold 

Bump 

Fig. 5. Gold bump with specular reflection.

기 는 무수히 많으므로, 임의의 곡면 형상에 해 로 

분석의 방법에 의해 높이와 반사면 기울기를 동시에 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만하게 

구성된 3차원 곡면 형상을 상으로 이를 근사 으로 구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완만한 곡면을 갖는 표 인 형

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볼록거울과 오목거울과 같은 단순

한 곡면을 상으로 3차원 형상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일반 으로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곡면의 경우는 

볼록하거나 오목한 곡면으로 역을 나 어서 분리해서 

형상을 추출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3차원 

형상에서 높이의 기 을 기울기의 변화가 없는 부분, 

즉 곡면에서 기울기의 변화율이 0이 되는 지 으로 지정

하 다. 이 은 볼록거울에서는 가장 튀어 나온 이 되

며, 이 기 의 주 는 기울기가 완만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 에서 가까운 부분에는 기울

기의 변화는 없고 높이만 변화하 다는 가정 하에 식(4)

를 이용하여 높이의 변화만을 구하 다. 이 높이의 변화

를 이용하여 다시 반사면의 기울기를 유추하여 기 에

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원의 경면반사가 발생하는 지

의 기울기의 근사값을 구하 다. 이를 해 식(11)을 

이용하여 기울기의 근사값을 구한 후, 곡면의 기울기에 

의한 자연 인 높이의 변화를 삼각법에 의해 계산하고 

이 값을 과하는 높이의 변화를 구함으로써 다시 변화

된 높이로 간주하 다. 이 같은 방법으로 기 을 심

으로 가로세로  각선 방향으로 확산하면서 근사화된 

기울기를 이용하여 높이의 변화를 구하고, 변화된 높이를 

이용하여 다시 곡면의 기울기를 근사 으로 구하면서 순

차 으로 진행하면서 3차원 형상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

용하 다. 물론 이와 같은 근사화된 방법은 어느 정도의 

오차를 수반하게 되나, 아무 정보 없이 높이만 변화한다

고 가정한 경우보다는 정확할 것으로 상되며, 이 방법

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해 실험을 통해 볼록거울과 오

목거울을 상으로 3차원 형상을 실측을 한 후, CCD 카

메라로 취득한 상으로부터 3차원 형상을 추정한 바, 그 

효과가 충분함을 다음 장에서 보인다.

Ⅲ. 경면반사체의 3차원 형상 추정 실험 

경면반사체의 3차원 형상 추정을 한 상처리에 

필요한 상취득용 실험 장치는 그림 6과 같이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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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장치의 구성도  실제 실험 

Fig. 6. Example of experimental systems.

구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제 실험 장치의 를 동

시에 보 다. 실험에서는 원에서 나온 빛이 경면반사

체에 반사되어 카메라센서에서 취득되도록 구성하고, 

취득된 상을 상처리를 통하여 그 3차원 형상을 추

정한다.

경면반사체는 정반사에 의해 부분의 빛이 한쪽 방

향으로만 반사되어 카메라에 입사되므로 조명의 량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본 실험의 원으로서는 LED로 

이루어진 원을 제작하는 신 공간 으로 분포되어 

있는 원 형태의 상을 노트북에 디스 이하여 

이를 이용하 다. 이는 경면반사로 인해 빛의 손실이 

매우 으며 원의 치 악을 한 량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량의 확보가 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

이다. 실험에서는 해상도 1024x600 화소의 7인치 노트

북을 LED 원 신 사용하 다. CCD카메라는 

Edmund Optics 사의 EO-3112C 모델의 카메라로 1/2

인치 CCD로부터 2048x1536 화소의 화상을 취득하여 

USB를 통해 15 fps의 속도로 달해 다. 즈는 최

 20배의 즈를 사용하고, 실험장치에서는 원

에서 반사체의 심까지의 거리를 200mm로, 다시 카메

라 즈까지는 150mm가 되도록 학계를 구성하고, 디

스 이된 원의 모든 이 화상에 포함되도록 배

율을 조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경면반사체로는 주 에서 볼 수 있는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을 상으로 하 으며, 실험에서 사용된 곡면

거울의 3차원 형상을 실측하여, 제안된 방법으로 추정

한 3차원 형상과 비교하 다. 사용된 3차원 측정장비는 

Mitutoyo 사의 MACH -V9106 모델을 사용하 고, 볼

록거울을 실측한 결과를 아래의 표 1에 보인다. 3차원 

측정은 가로 세로로 5mm 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그 

 원의 반사  치에 해당되는 126개의 값을 시

poi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0.795 -0.625 -0.485 -0.376 -0.296 -0.247 -0.225 -0.232 -0.269 -0.334 -0.431 -0.572 -0.712 -0.900

2 -0.697 -0.529 -0.389 -0.279 -0.198 -0.148 -0.126 -0.134 -0.171 -0.237 -0.334 -0.461 -0.617 -0.804

3 -0.627 -0.459 -0.319 -0.209 -0.128 -0.077 -0.056 -0.063 -0.101 -0.169 -0.266 -0.393 -0.549 -0.737

4 -0.586 -0.417 -0.278 -0.168 -0.086 -0.035 -0.014 -0.022 -0.060 -0.128 -0.227 -0.352 -0.509 -0.697

5 -0.572 -0.403 -0.264 -0.154 -0.072 -0.021 0.000 -0.009 -0.048 -0.116 -0.214 -0.340 -0.495 -0.685

6 -0.586 -0.417 -0.277 -0.165 -0.085 -0.034 -0.013 -0.023 -0.062 -0.131 -0.228 -0.354 -0.510 -0.701

7 -0.627 -0.458 -0.318 -0.206 -0.126 -0.074 -0.054 -0.063 -0.102 -0.170 -0.270 -0.396 -0.552 -0.740

8 -0.695 -0.527 -0.387 -0.276 -0.196 -0.144 -0.122 -0.131 -0.170 -0.238 -0.338 -0.465 -0.621 -0.811

9 -0.791 -0.622 -0.484 -0.374 -0.293 -0.240 -0.219 -0.226 -0.265 -0.334 -0.433 -0.559 -0.715 -0.906

표 1. 3-D 실측에 의한 높이(단 :mm)

Table 1. Result of 3-D measurements.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그림 7. 경면반사체의 실측에 의한 3차원 형상

Fig. 7. 3-D shape by measurements.

각 인 역 선정과 보간에 의해 구하 으며, 제안된 

방법으로 추정된 3차원 형상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하

여 사용된다. 한 표 1에 보인 실측결과를 3차원으로 

보인 그래 가 그림 7에 보인다. 

원으로 사용된 LED 상은 LED 원의 공간 인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을 신하여 지름이 10

픽셀인 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켜 표시하 으며, 

취득된 상에서 각각의 원의 치를 정확히 악하기 

해서 임의의 을 기 으로 하여 색을 다르게 표시하

다. 실험은 원의 개수를 다르게 하여 그림 8은 

평면거울을 반사하 을 때 취득된 상을 캡쳐한 것이

고, 그림 9는 볼록거울을 반사하 을 때 취득된 상을 

캡쳐한 것이다. 

그림 8과 그림 9는 경사진 학계의 구성 상 카메라

의 기하학  왜곡을 포함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Look-up table을 사용하여 인 으로 보정한 후 3차원 

형상 추정을 수행하 다. 다음으로 기 이 되는 원

을 취득 상의 앙에 오도록 학계를 고정하고 취득

상에서의 원의 치를 각각 구하 다. 취득 상

을 통하여 기 을 심으로 주변으로 갈수록 입사각 

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원의 치도 원 에서 멀

어질수록 의 값이 커짐이 시각 으로 알 수 있다. 보

다 더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해 상처리로 각 원

의 무게 심을 구하고 원의 치의 변화를 이용한 

상처리를 수행하 다.
[13～15]

 상처리에는 MATLAB 

이용하 고, 우선 카메라  학계 구성에 의한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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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평면거울에 반사되어 취득된 상 

Fig. 8. Captured image of flat mirror reflection.

그림 9. 볼록거울에 반사되어 취득된 상

Fig. 9. Captured image of convex mirror reflection.

poi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95 -67 -45 -31 -22 -16 -16 -17 -19 -28 -40 -61 -85 -120

2 -78 -52 -33 -19 -12 -8 -6 -7 -10 -17 -28 -45 -68 -103

3 -66 -40 -23 -12 -6 -3 -2 -2 -4 -11 -19 -34 -57 -88

4 -59 -35 -20 -8 -4 -1 0 -1 -2 -6 -16 -31 -52 -82

5 -57 -33 -18 -8 -2 0 0 0 -2 -6 -15 -29 -49 -80

6 -59 -35 -20 -8 -3 -1 0 0 -2 -7 -16 -31 -52 -83

7 -66 -41 -24 -12 -6 -3 -2 -2 -5 -10 -19 -35 -59 -90

8 -78 -50 -32 -20 -11 -7 -6 -7 -10 -17 -29 -45 -70 -103

9 -94 -67 -46 -32 -22 -17 -14 -15 -20 -28 -40 -59 -86 -122

표 2. 원의 치 변화량 (단  : 화소)

Table 2. Pixel displacement in captured image.

학  왜곡을 보정한 후, 취득된 상에서 배경과 객체

를 분리시키기 해 한 문턱값으로 이진화를 수행

한다. 그리고 각각의 원을 구분하기 해 OPEN, 

CLOSE  등의 기하학  필터링을 통해 클러스터링을 

한 후, 각각의 클러스터에 이블링을 수행하고 원

의 무게 심을 구한다. 경면반사체가 평면거울일 때의 

무게 심을 기 으로 하여 상내의 원의 무게 심

의 상 인 이동값를 구하 고, 가로 14열 세로 9열로 

구성된 총 126개의 원의 치의 인 변화량을 

화소단 로 구한 결과가 표 2에 보인다.

다음으로 앞 장에서 기술된 수식을 이용하여 원

의 치의 변화량으로부터 3차원 형상을 추정한다. 제

poi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0.892 -0.696 -0.524 -0.412 -0.354 -0.318 -0.287 -0.351 -0.344 -0.378 -0.475 -0.626 -0.792 -1.009

2 -0.773 -0.595 -0.417 -0.303 -0.251 -0.194 -0.152 -0.181 -0.215 -0.274 -0.362 -0.502 -0.691 -0.911

3 -0.690 -0.501 -0.354 -0.230 -0.153 -0.095 -0.061 -0.094 -0.134 -0.195 -0.290 -0.431 -0.621 -0.831

4 -0.644 -0.467 -0.304 -0.189 -0.107 -0.048 -0.028 -0.045 -0.065 -0.149 -0.247 -0.401 -0.578 -0.791

5 -0.661 -0.472 -0.326 -0.174 -0.068 -0.020 0.000 0.000 -0.030 -0.138 -0.261 -0.411 -0.565 -0.770

6 -0.657 -0.458 -0.314 -0.184 -0.103 -0.053 -0.027 -0.025 -0.072 -0.144 -0.250 -0.392 -0.577 -0.782

7 -0.693 -0.513 -0.351 -0.224 -0.147 -0.089 -0.059 -0.088 -0.135 -0.193 -0.296 -0.442 -0.616 -0.833

8 -0.781 -0.582 -0.428 -0.313 -0.227 -0.177 -0.159 -0.195 -0.211 -0.273 -0.380 -0.514 -0.688 -0.911

9 -0.874 -0.695 -0.530 -0.411 -0.364 -0.304 -0.277 -0.342 -0.351 -0.380 -0.471 -0.608 -0.788 -1.027

표 3. 근사화방법에 의한 높이변화의 추정치 

(단 :mm)

Table 3. Estimeted displacement by proposed method.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그림 10. 근사화 방법에 의한 3차원 형상 추정 결과

Fig. 10. 3-D shape by proposed method.

안된 근사화 방법에 의하여, 우선, 기 이 되는 심 (7, 

5)의 주  포인트에서는 높이만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높이의 변화를 구하 고, 이를 이용해 다시 그 주 의 

포인트의 기울기를 근사 으로 계산하고, 그 기울기를 

이용하여 다시 높이의 변화를 구하는 방법으로 주변으

로 확산하면서 높이의 변화를 계산함으로써 3차원 형상

을 추정하 다. 그 결과가 표 3에 보이며, 찰이 용이

하도록 그림 10에 3차원으로 보 다.  

제안된 방법에 의한 결과는 실측치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실험에서 사용된 볼록거울의 경우는 최

오차율 18.2%의 정확도를 보이며, 오목거울의 경우

는 취득 상이 확 됨에 따라 약간 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최  10% 이상의 오차를 보 다. 3차원 검사

를 한 정확도로는 우수한 편은 아니나, 경면반사체에

서 반사된 상을 이용하여 3차원 정보를 근사 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보 다. 이에 반하여 로해석만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을 추정하려면 높이만 변화한다는 

가정과 같은 제한이 필요하 고, 높이만 변화한다는 가

정 하에 3차원 형상 추정한 결과를 다음 표 4와 그림 

11에 보인다.

높이만 변화한다는 가정에 의해 추정한 의 결과를 

보면, 기울기의 변화에 의한 로변화를 높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함에 따라 실제보다 높이

의 변화가 과장되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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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면반사체의 3차원 형상 추정을 위한 영상처리 김지홍 외

poi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189 -0.941 -0.724 -0.561 -0.445 -0.357 -0.352 -0.362 -0.392 -0.496 -0.632 -0.852 -1.059 -1.344
2 -1.041 -0.807 -0.590 -0.413 -0.310 -0.218 -0.181 -0.187 -0.244 -0.353 -0.508 -0.687 -0.912 -1.219
3 -0.946 -0.676 -0.471 -0.309 -0.179 -0.112 -0.071 -0.094 -0.141 -0.264 -0.390 -0.574 -0.818 -1.094
4 -0.879 -0.626 -0.429 -0.238 -0.143 -0.059 -0.025 -0.036 -0.084 -0.181 -0.341 -0.540 -0.767 -1.047
5 -0.850 -0.594 -0.401 -0.226 -0.112 -0.045 0.000 -0.025 -0.072 -0.186 -0.331 -0.519 -0.736 -1.029
6 -0.875 -0.613 -0.427 -0.242 -0.127 -0.059 -0.028 -0.029 -0.082 -0.188 -0.339 -0.541 -0.763 -1.058
7 -0.944 -0.680 -0.486 -0.305 -0.196 -0.114 -0.071 -0.082 -0.151 -0.251 -0.392 -0.589 -0.841 -1.112
8 -1.051 -0.776 -0.584 -0.416 -0.281 -0.202 -0.181 -0.197 -0.255 -0.365 -0.521 -0.701 -0.944 -1.218
9 -1.172 -0.945 -0.734 -0.574 -0.451 -0.370 -0.320 -0.336 -0.408 -0.506 -0.637 -0.824 -1.072 -1.362

표 4. 높이만 변화하는 가정에 의한 추정치(단 :mm)

Table 4. Estimeted displacement by assumption.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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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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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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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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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0.0

그림 11. 높이변화 가정에 의한 3차원 형상 추정 결과

Fig. 11. 3-D shape by assumption.

그림 12. 경면반사체의 3차원 형상의 실측치와 추정치의  

비교그래

Fig. 12. Comparison of measurements and estimated 

shapes.

사용된 볼록거울의 경우는 최  51.2%의 오차율을 보

임으로써 략 인 형상의 모습만을 보일 뿐이며, 이에 

비해 제안된 방법에 의한 형상 추정은 어느 정도 개선

을 보임을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보다 직 인 비

교를 하여 기 을 지나는 가로부분의 형상의 실측

결과와 추정결과를 같이 도시한 그림이 아래 그림 12에 

보인다.

이상에서 기술된 실험을 분석하면, 제안된 근사화 방

법은 로해석을 의하여 가능한 해석  방법보다 정확

한 3차원 형상의 추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실험

에서 기술한 볼록거울의 경우는 약 1/3의 오차 감소를 

구 하 다. 그러나, 산업 장에 실제로 용하기 해

서는 아직 많은 개선 이 요구된다. 우선, 실험에서는 

곡면이 완만하고 단조로운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을 상

으로 하 고, 기 을 수동으로 조정하여 실험을 수행

하 으며 볼록 는 오목한 형상에 한 정보를 상처

리 로그램의 제작에 미리 고려하 다. 한, 울퉁불퉁

한 경우에 해서는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으로 분

할하고 각각 독립 으로 3차원 형상 추정하는 과정만을 

언 하 고, 원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을수

록 더 정확한 3차원 형상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수 의 

개선책만을 보 다. 따라서, 지속 인 연구를 통하여 부

분 으로 형상이 복잡하거나 곡면의 변화가 한 경우 

형상 추정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 등에 한 분석이 

필요하며, 기 을 자동 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조

정  상처리를 수행하여야 머신비 을 이용한 3차원 

측정장비에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정 한 

학계의 구성하고 다양한 형상의 곡면에 해 실험을 

진행하여 정확한 3차원 형상의 추정에 한 개선이 요

구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면반사체의 3차원 형상의 추정을 

한 학계와 상처리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

법에서는 원이 일정한 간격의 분포된 조명 이 경

면반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된 상을 취득한 후 이를 처

리하는 것으로, 취득 상내의 조명 의 치정보로부터 

반사면의 높이와 기울기를 계산하여 반사면의 3차원 형

상을 추출하는 상처리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해, 

원에서 나온 빛이 경면에서 반사되어 CCD 카메라

로 입력되는 로를 분석하고, 취득된 상의 원의 

치에 의해 반사면의 기울기와 높이를 근사 으로 추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실험을 통하여 완만한 곡면

의 볼록거울과 오목거울 등의 3차원 형상 추정 결과를 

보이고, 기계 인 3차원측정기로 측정한 실측치와 비교

하여 18% 이내의 오차범 에서 3차원 형상이 추정됨을 

보 다. 이것은 근사화된 방법이 아닌, 제한된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한 3차원 형상의 추정결과에 비해 약 1/3

의 오차 감소 효과를 보 으나, 아직도 많은 개선이 요

구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 한 학계의 구성하고 

곡면의 완만함이 더욱 격하고 다양한 형상의 경면반

사체에 한 실험을 통하여 정확하고 자동화된 3차원 

형상의 측정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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