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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propose a rotating stereo frame camera system to acquire indoor images with a low
cost. For experiments, we selected a test site and acquired images using the proposed system and control
points using a total station. Using these data, we generated various indoor 3D models using commercial
photogrammetric software, PhotoScan. We then perform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generated indoor 3D model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 indoor modeling using the proposed
system. From the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the generated indoor models using the proposed system can
be applicable to the services not inquiring high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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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실내 영상을 저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회전식 스테레오 프레임 카메라 시스템을 제안

하고 이를 이용해 생성한 실내 3차원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하나의 실험 대상지를 선정하여 제안한

시스템과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각각 영상과 기준점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취득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조합의 입력 데이터를 상용 사진측량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여 실내 3차원 모델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모델을

정성적,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한 실내 3차원 모델링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제

안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내 3차원 모델은 높지 않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실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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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실내공간에서 가능했던 활동들은 실외

공간에서도 가능하였지만 실외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

동이 실내공간에서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그러

나 실내공간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일부 활동에 제한되

어있던 범위가 대부분의 실외활동을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점차 확장되었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

들이 생활시간 대부분을 집, 직장 및 학교, 대중교통 및

자동차 등의 실내공간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 시간이 전

체 생활시간의 약 90% 이상 차지하게 되었다(U.S.EPA,

2015). 이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

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내공간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의 원

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공간의 변화가 생겼을 때 빠른 시

간 내에 그 변화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실외와는 달리 실내공간은 제한적인 공간에 많은 객

체들이 위치하고 있어 객체들의 위치만 바뀌는 작은 변

화에도 다른 공간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실내공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실내 공간정보를 취득하

고 생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실내 데이터 취득 및 3차원 모델 생성 방법은 사용되

는 데이터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Biber et al.,

2004). 첫 번째는 레이저스캐너와 영상을 함께 이용하

여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최근 실내 3

차원 모델링과 관련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

법으로 레이저 스캐너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기하모델을 생성하고 그 위에 영상을 이용하여

텍스쳐를 입히는 방법이다. Biber et al.(2004)와 Ikeda and

Miura(2006)은 2차원 레이저 레인지 스캐너 데이터로부

터 3차원 프레임을 생성하고, 전방위 영상을 이용하여

바닥과 벽의 텍스쳐를 입히는 실내 3차원 모델링 방법

을 제안하였다. Diaz-Vilarino et al.(2015)은 포인트 클라

우드를 이용하여 구조 요소를 기하학적으로 재건하고

일반화된 허프 변환을 이용하여 문을 추출하고 영상을

이용하여 텍스쳐를 입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기하기반기법이다. 기하기반기법은

대상물을 레이저 스캐너 등으로 측정한 실측 정보를 바

탕으로 기하구조를 구성하고 3차원 편집기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주로 단순한 형태의

대상물 모델링에 적합하다. Hong et al.(2015)은 지상 레

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내 3차원 모델을 구축하고

토탈스테이션과 비교하여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검

증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영상 기반 접근 방법이다. 영상기반

기법은 사진측량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여러 시점에

서 촬영된 이미지 시퀀스를 이용하여 카메라 위치를 계

산하고, 영상간의 대응점을 이용하여 깊이 지도(depth

map)를 구성한다. 그런 다음 스테레오 영상에 대한 보

간 및 픽셀 재투영(re-projection)을 통해 영상을 와핑하

여 3차원 영상을 생성한다. 이 기법은 기하기반기법과

비교하여 사실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Se and Jasiobedzki, 2006). 그러나 영상을 기반으로 한

실내 3차원 모델링 방법은 다수의 영상이 필요하므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큰 메모리가 요구된다는 단점

이 있다(Biber et al., 2004). 또한, 다수의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장의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한

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실내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연

구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Jahromi and

Sohn (2015)은 실내의 복도를 촬영한 단 한 장의 영상으

로부터 선을 추출하여 복도의 3차원 모델을 구축하는

에지 기반 실내 3차원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실내 데이터 취득을 위한 기술은 대

부분 실외 데이터 취득 기술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실내 공간 데이터 취득을 위한 시스템으로

레이져스캐너와 같은 능동적인 취득 시스템(Active

Measurement System)이 활 발 히 활 용 되 고 있 지 만

image/vision 기반 시스템이 더 높은 해상도를 갖기 때

문에 여전히 image/vision 기반 데이터 취득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실내공간은 실외공간과는 달

리 제약이 있는 공간으로, 데이터 취득을 위한 센서들

을 로봇, 트롤리, 백팩 등에 장착하여 통합 후 데이터를

취득한다(Zlatanova et al., 2013).

실내공간의 내부는 많은 객체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

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로봇, 트롤리, 백

팩 등에 장착하여 내부 공간을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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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에는 제

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시퀀스를 기

반으로 한 실내 3차원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취

득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취득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3차

원 모델 구축 시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시스템 소개 및 데이터 취득

1) 회전식 스테레오 프레임 카메라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회전식 스테레오 프레임 카메라 시스

템을 제안하고자한다. 시스템은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회전체와 두 대의 프레임 카메라로 이루어진다. Fig. 1

과 같이 두 대의 프레임 카메라가 회전체 위에 약 14 cm

의 거리를 두고 좌, 우로 고정되어있고 각각의 카메라

에는 어안렌즈가 장착되어있다. Fig. 1에서 좌측 상단 그

림은 구 개의 프레임 카메라를, 우측 상단 그림은 회전

체를 나타내며 우측 하단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Table 1은 시스템에 장착된 센서의 주요 제원

이다. 본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취득 시에는 시스템

을 실내의 특정 위치에 고정하고 회전체가 일정 각도 회

전 시 좌, 우에 고정된 카메라가 동시에 데이터를 취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회전식 스테레오 프레임 카

메라는 실외공간보다 제한이 많은 실내공간에서 일정

한 범위의 공간만 확보되면 실내공간의 데이터를 취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은 어안

렌즈가 장착된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영상으로도 실내 공간을 모두 촬영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장소에서 일정 각도만큼 자

동으로 회전하면서 영상을 획득하고, 두 개의 카메라가

일정한 위치와 자세로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획득한 영상보다 정확하고 매칭에 용이하다.

2) 데이터 취득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실내

3차원 모델 생성에 적용하기 위해 크기가 약 8.0 * 10.0 *

2.5(m)인 교내의 한 강의실을 실험 대상지로 선정하여

영상을 취득하였다. 또한, 기준점 제공과 정확도 평가를

위해서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의 주요 지

점에 대한 정확한 3차원 좌표를 취득하였다.

(1) 실내 기준점 좌표 취득

실험 대상지의 기준점(Object Control Points, OCPs)

Indoor 3D Modeling Using a Rotating Stereo Frame Camera System and Accuracy Evaluation

–513–

Fig. 1. Rotating stereo frame camera system.

Table 1. Sensor specifications
센서 모델 주요 제원

카메라
D800
(Nikon)

픽셀 수: 4800×3200
픽셀 크기: 7.5 µm

무게: 1,000g

렌즈
AF DX Fisheye-Nikkor
10.5mm f/2.8G ED

(Nikon)

초점 거리: 10.5 mm
무게: 305g



좌표는 그 공간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획득한다. 범용적

인 지도 좌표계가 존재하는 실외공간과 달리 실내공간

은 기준좌표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

선 실험대상지내에서 기준좌표계를 설정한 후 기준점

좌표를 취득하였다. 실내공간의 기준좌표계 정의는

Fig. 2와 같이 실험 대상지 뒤편 바닥 쪽에 위치한 임의

의 한 모서리 점을 원점으로 하고 그 점에서 만나는 세

개의 모서리를 각각 X축, Y축, Z축으로 하는 기준좌표

계를 정의하였다(Oh and Lee, 2012).

기준점 좌표는 데이터 처리를 통한 3차원 모델 생성

에서, 영상에 실제 공간에 대한 좌표계 정보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준점은 영상에서 육안으로

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칠판, 창문, 형광등, 실내공간의

모서리 점 등 특징이 되는 점들의 좌표를 측정하였다.

(2) 실내 영상 데이터 취득

영상 데이터는 Fig. 3과 같이 실험 대상지 내 두 개의

위치에서 각각 약 1.6 m, 1.3 m의 높이로 세워두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실내 영상 촬영은 회전체가 10° 회전 할 때 마다 1장

을 촬영하였다. 즉, 회전체가 완전히 한 번의 회전(360°)

을 하고 나면 각각의 카메라는 총 36장의 영상을 획득

한다. 데이터 취득 시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각 서로 다

른 두 개의 높이로 획득하였으므로 총 4번의 회전을 통

해 개별카메라로 취득한 각각의 데이터 세트(36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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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reference coordinate system established in an indoor
space.

Fig. 3. Image acquisition configuration in the test site.

Table 2. Information of acquired dataset using proposed
system

Camera Horizontal Position Height(m)
1

Left
1

1.6
2 1.3
3

2
1.6

4 1.3
5

Right
1

1.6
6 1.3
7

2
1.6

8 1.3

Table3 . Sample images of the indoor space using proposed system
Height 1 (1.6 m) Height 2 (1.3 m)

Horizontal
position 1

Horizontal
position 2



총 여덟 개 획득하였고, 영상 수로는 총 288장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Table 2는 실험 대상지에서 취득한 영상 데

이터 셋을 취득 카메라-위치-높이 순으로 정리한 것이

고, Table 3은 시스템을 이용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높이로 획득한 영상의 샘플이다.

3. 실내 3차원 모델 생성 및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실내 3차원 모델을 생성한다. 그를 위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VisualSFM, Insight3D와 상용 소프

트웨어인 PhotoScan을 후보로 선택하여 예비 실험을 진

행하였다.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하나의 데이터 셋

을 입력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험 대상지의 형

태를 가장 잘 표현한 3차원 모델을 생성한 agisoft사의

PhotoScan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선정하

였다.

스테레오 조건에 따라 생성된 실내 3차원 모델의 정

확도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획득한 데이터로 구성

가능한 다양한 스테레오 조건에 따른 입력 데이터를 선

정하였다. 우선, 개별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 데이터

셋을 조합하여 다양한 스테레오 셋을 생성하고 그 중에

서 적절한 입력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또한 스테레오 데

이터 셋으로부터 생성된 3차원 모델과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 획득한 모든 영상을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선

정하였다. 각각의 스테레오 데이터와 모든 영상으로부

터 생성된 3차원 모델에 대해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모든 영상을 입력으로 하여 생

성된 실내 3차원 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준점

수, 영상 수 및 처리 품질(Quality)에 따른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였다.

1) 실험 데이터 선정

제안한 시스템으로 취득한 각각의 영상 데이터 셋은

서로 다른 카메라, 위치, 높이에서 취득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데이터 셋들 중에

서 동일한 특징을 가진 두 개의 데이터 셋을 선택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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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ous stereo sets of images.

Table 4. Various stereo sets of images acquired by the proposed system
(1) (2) (3)

Camera Stereo Height Stereo Horizontal Position Stereo
Position Height Camera Position Camera Height

1
Horizontal Position 1

1.6
Left

Horizontal Position 1
Left

1.6
2 1.3 Horizontal Position 2 1.3
3

Horizontal Position 2
1.6

Right
Horizontal Position 1

Right
1.6

4 1.3 Horizontal Position 2 1.3



합하여 스테레오 데이터 셋을 구성한 후 Table 4와 같이

분류하였다. Table 4에서 (1)은 스테레오를 구성하는 2

개의 데이터 셋이 같은 위치와 높이에서 취득되었지만

각각 카메라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2)는 스테레오를

구성하는 두 개의 데이터 셋이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취득 되었지만 각각의 데이터 셋 취

득 시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3)은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카메라로 취득되었지만

각각의 데이터 취득 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를 의미

한다. Fig. 4는 Table 4에 나타난 각각의 스테레오 조건을

가시화 한 것이다.

최종 입력 데이터 선정을 위해 Table 4의 스테레오 조

합에 대해 번들 블록 조정(Bundle Block Adjustment)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re-projection error (residual)가 가장

작은 경우를 최종 실험 데이터 셋으로 선정하였다

(Table 5). 다음의 결과는 모두 영상 72장과 기준점 21개

를 입력으로 한 결과이다.

Table 5의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스테레오 조합을 가

진 세 개의 데이터 셋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세 개

의 스테레오 셋으로부터 생성된 모델과의 비교 분석 및

추가적인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실험 대상지에

서 획득한 모든 영상을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 선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내 3차원 모델 생성

3차원 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은 Fig. 5와

같이 크게 네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낮은 밀도의 공

액점을 추출하는 과정이다(Sparse Matching). 낮은 밀도

의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가 생성되고 추출된 공

액점은 번들 블록 조정에서 사용된다. 다음 단계로 앞

서 추출된 공액점에 해당하는 객체점의 좌표와 영상의

외부표정요소와 결정하는 과정인 번들 블록 조정을 수

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탈스테이션으로 취득한 실내 기

준좌표계로 표현된 기준점의 좌표를 입력해주며, 번들

조정 결과로 결정되는 객체점과 영상외부표정요소도

동일한 실내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된다. 세 번째 과정

은 번들 불록 조정으로 결정된 정확한 외부표정요소를

활용하여 다수의 영상으로부터 높은 밀도의 공액점을

추출하는 단계이다(Dense Matching). 이 과정에서 추출

된 공액점에 해당하는 객체점의 좌표를 결정되고 이로

부터 고밀도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된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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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door 3D modeling process.

Table 5. The re-projection error of each stereo dataset
Stereo Combination Re-projection Error (pix)

(1) Camera Stereo

1 Position1 - 1.6 2.4637
2 Position1 - 1.6 9.2203
3 Position2 - 1.3 2.8960
4 Position2 - 1.3 2.9578

(2) Height Stereo

1 Left - Position1 2.2588
2 Left - Position2 2.9371
3 Right - Position1 9.5814
4 Right - Position1 2.9290

(3) Horizontal position Stereo

1 Left - 1.6 2.6545
2 Left - 1.3 2.7209
3 Right - 1.6 2.5677
4 Right - 1.3 9.2703



로 실내 3차원 모델 생성 단계(Model Generation)에서는

앞서 추출된 고밀도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메

시(Mesh)를 생성하고 그 위에 텍스쳐(Texture)를 입혀

최종적인 실내 3차원 모델을 생성한다.

3) 실내 3차원 모델의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이 실내 모델링을 위한

적합한 데이터 취득 수단인지 판단하기 위해 생성된 모

델에 대해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통한 정확도 평

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모든 영상을 입력으로 한 3차원

모델에 대해서 기준점 및 영상 수를 달리하여 입력하였

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고 소프트웨어의 처리 품질에 따

른 처리 시간 등을 비교하였다.

(1) 입력영상의 스테레오 조건에 따른 모델의 정확도
평가

가) 정성적 분석

실험을 통해 생성된 실내 3차원 모델들의 정성적 분

석을 하고자 모델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의 형태와

생성된 모델 내부에서 정면, 후면 및 양 측면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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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ont and rear sides of generated indoor 3D model using PhotoScan (a) from the camera stereo set, (b) from the height stereo
set, (c) from the position stereo set and (d) from the entire set.

Fig. 6. Top view of the generated models (a) from the camera stereo set, (b) from the height stereo set, (c) from the position stereo
set and (d) from the entire set.



았을 때를 비교하였다. Fig. 6, 7, 8에서 각각 (a)는 서로

다른 카메라로 취득한 경우, (b)는 서로 다른 높이에서

취득한 경우, (c)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취득한 경우를

입력하여 생성된 실내 모델이며 (d)는 모든 영상을 입력

으로 하였을 때 생성된 모델이다. (d)는 실험 대상지의

형태가 잘 표현된 모델로, 다른 입력 데이터셋으로부터

생성된 모델과 비교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

Fig. 6은 생성된 모델을 위에서 내려다본 경우로 이를

통해 생성된 모델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모델의 상단부분을 살펴보면, Fig. 6(a)~(c)를 Fig. 6(d)와

비교하였을 때 형태상 전체적으로 모델의 좌측 상단부

분이 우측보다 더 왜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

의 하단부분역시 전체적으로 형태 상 많은 왜곡이 나타

났다. 왜곡이 많지만 벽이 생성된 Fig. 6(a), Fig. 6(c)와 달

리 Fig. 6(b)는 벽이 전혀 생성되지 않았고, Fig. 6(c)에 비

해 Fig. 6(a)의 모델 하단부분이 더 비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a), Fig. 6(b)의 입력 데이터와 달리 Fig.

6(c)의 경우 위치를 서로 달리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입

력하였다.

Fig. 7은 생성된 모델 내부에서 각각 정면(칠판), 후면

(벽)을 바라본 것이다. 정면의 경우 생성된 모델 전체적

으로 칠판의 형태가 약간의 비뚤어짐 외에는 표현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g. 7(d)와 비교하였을 때

우측의 문과 칠판 앞쪽의 책상, 교탁 등에 많은 왜곡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Fig. 7(c)의 경우가 문의 모양과 칠

판의 좌측 등 모델의 정면이 가장 왜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성된 모델의 벽(후면)을 살펴보면 Fig. 7(d)

와 비교하였을 때 Fig. 7(c)가 가장 잘 재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Fig. 7(a)는 벽의 우측부분이, Fig. 7(b)는 벽

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입력된 데이터의 취득 위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Fig. 8은 생성된 모델 내부에서 좌측(창문)과

우측(벽) 측면을 바라본 것이다. Fig. 8(d)와 비교하였을

때 세 개의 모델 전체적으로 좌측 및 우측 측면은 매우

왜곡되어 모델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좌측에 비해 우측 벽면이 세 개의 모델

모두에서 형태가 형성되지 않은 것(회색으로 표현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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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ight and left sides of generated indoor 3D model using Photoscan (a) from the camera stereo set, (b) from the height stereo
set, (c) from the position stereo set and (d) from the entire set.



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창문 및 커튼 등의 특징

이 될 수 있는 객체들이 있는 좌측 벽면에 비해 우측 벽

면은 도드라지는 객체 또는 특징 없이 대부분이 하얀색

벽으로 이루어져있어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측 벽면에서도 객체(커튼)가 있는 부분은 왜곡이 심

하지만 모델링이 되었다. 그러나 객체가 없는 왼쪽 부

분은 세 개의 모델 모두에서 모델링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또한 특징이 되는 객체의 유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나) 정량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스테레오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모델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모델의 정확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측

량한 결과와 소프트웨어에서 모델 생성 시 처리된 영상

으로부터 계산된 값을 비교하였다. 그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 대상지를 크게 공간(outline)과 내부 객체(object)로

구분하여 1) 실험 대상지의 길이(가로, 세로, 높이)와 비

교, 2) 실험 대상지에 존재하는 객체의 길이(가로, 세로)

비교와 같은 두 가지의 정량적 평가 지표를 설정하였다.

(i) 실험 대상지의 길이 비교

새로 정의한 실내 기준좌표계에서 X축 방향을 가로,

Y축 방향을 세로, Z축 방향을 높이로 보고 입력데이터

에 따라 계산된 실험 대상지의 길이를 실측값과 비교하

였다. 실험 대상지의 실측값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8.0, 10.0, 2.5(m)이며 Table 6은 각각의 모델로부터 측정

한 값과 실측값과 각각의 모델로부터 측정한 값의 차이

를 계산한 표이다.

Table 6의 결과에서 우선 길이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의 높이가 평균 약 9.5 cm 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

고, 세로길이가 평균 약 26 cm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모든 모델에 대해서 스테레오 입력에 따른 모델별로 실

측데이터와의 차이 값은 (a)의 경우가 각각의 차이 값이

약 37.4 cm, 47.2 cm, 9.8 cm(가로, 세로, 높이 순) 정도로

가장 컸고 (c)의 경우가 각각의 차이 값이 약 14.4 cm,

12.3 cm, 13.3 cm로 가장 작은 차이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또한, (c)의 경우 (a), (b)와는 달리 서로 다

른 위치에서 취득한 영상을 입력으로 하여 가장 긴 기

선거리를 가진 데이터를 입력한 영향으로 보인다.

(ii) 실험 대상지 내의 객체 길이 비교

실험 대상지 내에 존재하는 몇 가지 객체를 선택하여

실측값과 모델 생성 시 계산된 영상으로부터 측정한 값

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대상 객체는 각각 정면의 칠판,

측면의 단자함 및 천장부분의 형광등 중 하나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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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idths and lengths of a blackboard in the test bed for comparison.

Table 6. Widths and lengths of the test bed measured from the model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ted models and measured
values

단위: m 구분
(a) (b) (c) (d)

Camera Stereo Height Stereo Position Stereo The Entire data

측정 값

가로 7.6260 8.2702 8.1441 7.8534
세로 9.5283 9.8768 9.8773 10.3291
높이 2.4024 2.4016 2.3674 2.4462

차이 값

가로 0.3740 -0.2702 -0.1441 0.1466
세로 0.4717 0.1232 0.1227 -0.3291
높이 0.0976 0.0984 0.1326 0.0538



였다.

칠판의 경우 Fig. 9와 같이 각각 두 개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토탈스테이션으로 측정한 값과 비교

하였다. 칠판의 실측값은 가로1, 가로2, 세로1, 세로2 각

각 4.3374, 4.5156, 1.2174, 1.2154(m)이다. Table 7은 칠판

의 가로 및 세로 길이를 각각의 모델로부터 측정한 값

과 그와 실측값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Table 7에서 모델로부터 측정한 칠판의 가로 및 세로

값과 실측값 사이의 모든 차이 값이 6 cm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칠판의 길이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가로 1의 길이가 평균 약 4.4 cm의 차이로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세로 2의 길이가 평균 약 1.7 cm로 가장 작은

크기의 차이를 보였다. 스테레오 데이터를 입력으로 한

모델로부터 측정한 길이 값이 실측값과 가장 작은 차이

를 나타낸 것은 (a)의 경우이다.

단자함의 경우 Fig. 10과 같이 각각 두 개의 가로, 세

로, 높이 길이를 측정하여 토탈스테이션으로 측정한

값과 비교하였다. 단자함의 실측값은 각각 가로1,2 약

0.39 m, 세로 1,2 약 0.59 m, 높이 1,2 약 0.21 m이다. Table

8은 단자함의 가로, 세로 및 높이 길이를 각각의 모델

로부터 측정한 값 및 측정 값과 실측 값의 차이를 나

타낸다.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측값이 약 20.6 cm

인 단자함의 높이에 비해 높이 1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가 평균 11.5 cm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차이 값을 보인 길이는 가로 2로 약 3.6 cm의 차이를 보

였다. 스테레오 데이터를 입력으로 한 모델로부터 측정

한 길이 값이 실측값과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낸 것은

(b)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형광등의 경우는, Fig. 11과 같이 각각 두

개의 가로와 세로길이를 측정하여 토탈스테이션으로

측정한 값과 비교하였다. 형광등의 실측값은 가로1 약

1.27 m, 가로2 약 1.21 m 및 세로1,2 약 0.35 m이다. Table

9는 각각의 모델로부터 측정한 형광등의 가로 및 세로

길이를 토탈스테이션으로부터 측정한 형광등의 가로

및 세로 길이와 비교한 것과 그 차이를 보여준다.

Table 9를 살펴보면 형광등의 측정 결과는 전체적으

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측 길이가

약 1.22 m인 형광등의 가로 2 길이에 비해 모델 (d)로부

터 측정한 가로 2의 길이가 약 1.74 m로 측정되어 차이

가 약 52 cm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실측값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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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idths, lengths and heights of a terminal box in the test
bed for comparison.

Table 7. Widths and lengths of the blackboard measured from the model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ted models and measured
values

단위: m 구분
(a) (b) (c) (d)

Camera Stereo Height Stereo Position Stereo The Entire data

측정 값

가로1 4.3961 4.3327 4.4462 4.3323
가로2 4.5504 4.5158 4.4677 4.4667
세로1 1.2115 1.3081 1.2511 1.2330
세로2 1.2234 1.1986 1.1989 1.2410

차이 값

가로1 -0.0587 0.0047 -0.1088 0.0051
가로2 -0.0348 -0.0002 0.0479 0.0489
세로1 0.0059 -0.0907 -0.0337 -0.0156
세로2 -0.008 0.0168 0.0165 -0.0256



35 cm 정도인 세로 1의 길이에 비해 모델 (c)로부터 측

정된 세로 2의 길이가 약 8.86 cm로 매우 정확하지 않은

값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다양한 입력 데이터 및 처리 품질에 따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준점의 수를 달리 하였을 때의 모델

링 결과 비교, 데이터 취득 주기에 따른 입력을 하였을

때 모델링 결과 비교 및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처리

품질에 따른 모델링 결과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

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가) 입력 기준점 수에 따른 처리 결과

선정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내 3차원 모델을

생성할 때 실내의 기준점을 함께 입력해준다. 그 때, 기

준점의 입력 수에 따른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기준점의 개수를 달리하여 두 개의 실내 모

델을 생성하고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모

델은 실내 각각의 부분을 촬영한 모든 영상에 충분한 수

의 기준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준점의 분포를 선택하

여 21개의 점을, 두 번째 모델은 실내 각각의 부분을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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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Widths and lengths of a fluorescent lamp in the test bed for comparison.

Table 8. Widths and lengths of the terminal box measured from the model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ted models and measured
values

단위: m 구분
(a) (b) (c) (d)

Camera Stereo Height Stereo Position Stereo The Entire data

측정 값

가로1 0.4392 0.4166 0.4361 0.3643
가로2 0.3535 0.3569 0.3506 0.4088
세로1 0.6163 0.612 0.6233 0.5987
세로2 0.4392 0.5963 0.5902 0.636
높이1 0.0803 0.0921 0.1019 0.0863
높이2 0.1495 0.0798 0.0872 0.1713

차이 값

가로1 -0.0470 -0.0244 -0.0439 0.0279
가로2 0.0362 0.0328 0.0391 -0.0191
세로1 -0.0228 -0.0185 -0.0298 -0.0052
세로2 0.1548 -0.0023 0.0038 -0.0420
높이1 0.1252 0.1134 0.1036 0.1192
높이2 0.0560 0.1257 0.1183 0.0342

Table 9. Widths and lengths of the fluorescent lamp measured from the models and differences between generated models and
measured values

단위: m 구분
(a) (b) (c) (d)

Camera Stereo Height Stereo Position Stereo The Entire data

측정 값

가로1 1.3759 1.2775 1.228 1.5491
가로2 1.2887 1.6189 1.0272 1.7399
세로1 0.1611 0.6379 0.0886 0.1678
세로2 0.0964 0.2039 0.3306 0.3112

차이 값

가로1 -0.1026 -0.0042 0.0453 -0.2758
가로2 -0.0709 -0.4011 0.1906 -0.5221
세로1 0.1958 -0.2810 0.2683 0.1891
세로2 0.2478 0.1403 0.0136 0.0330



영한 모든 영상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점이 나타나도록

기준점의 분포를 선택하여 11개의 점을 입력하여 모델

링한 결과이다.

Table 10에서 정렬된 카메라(Aligned Cameras)가 의미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서 모델을 생성할 때 사용한 영

상 수이다. (1)의 경우 입력영상 288장을 모두 모델링에

사용하였고, (2)의 경우는 288장 중 134장 만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번들 블록 조정 결과 재투영 오차

(re-projection error)는 (2)의 경우가 더 작았다. 고밀도의

포인트 클라우드(Dense Matching)의 점 및 메시(Mesh)

생성으로부터 생성된 면의 수도 (2)의 경우가 (1)의 경우

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Fig. 12에서는 생성된 실내 모델은 (1)의 경우

는 완전한 형태가 나타났지만 (2)의 경우는 우측상단이

모델링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측 상

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의 경우가 (1)의 경우보다

덜 왜곡되어있다. 이는 (2)의 모델이 (1)의 경우보다 계

산결과는 더 정확하지만 기준점의 수가 부족하여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입력 영상 수(촬영 주기)에 따른 처리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은 회전체가 일정 각도를 회전할 때

탑재된 두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영상을 촬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 각도를 달리하여 영상을 취득하였을

때 그를 입력으로 한 처리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이 회전체의 회전 각도를 각각 10°, 20°, 30°로 설정

하여 실내 모델을 생성하고 처리 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11은 각각 회전 각도를 달리하였을 때 취득되는

영상을 입력한 경우 각 처리 단계의 추출되는 점과 면

의 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Table 11에서 정렬된 카메라(Aligned Cameras)가 의미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프트웨어에서 모델을

생성할 때 사용한 영상 수이다. 데이터 취득 주기가 각

각 10°, 30°일 때는 입력된 모든 영상이 모델링 과정에 사

용되었지만 20°인 경우에는 입력영상 중 61장만 모델링

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 취득주기를 30°로 하였을 때 보

다 더 적은 수의 점을 가진 포인트 클라우드(Dense

Cloud)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5, 2016

–522–

Fig.12. Top view of the generated models using PhotoScan (a) using 21 object control points and (b) using 11 object control points.

Table 10. The processing results of modeling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ntrol points

Input Data Sparse
Matching Bundle Block Adjustment Dense

Matching Model Generation

Images OCPs Aligned
Cameras Points Points Re-projection

error(pix) Points Faces Vertices

(1)Model1 288 21 288 63,539 32,021 5.408 7,112,100 474,138 240,319
(2)Model2 288 11 134 17,347 3,159 1.154 9,118,646 607,909 307,590



든 영상이 모델 생성에 사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3, Fig. 14는 각각의 경우를 입력으로 하였을 때

생성된 실내 모델의 전체적인 형태와 내부의 모습이다.

Fig. 13은 생성된 모델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를 나

타낸다. Fig. 13, Fig. 14의 (a), (b), (c)는 각각 회전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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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op view of the generated models using PhotoScan (a) the rotating angle is 10 degrees, (b) the rotating angle is 20 degrees
and (c) the rotating angle is 30 degrees.

Fig. 14. Front, rear, left and right sides of generated indoor 3D model (a) the rotating angle is 10 degrees, (b) the rotating angle is 20
degrees and (c) the rotating angle is 30 degrees.

Table 11. The processing results of modeling according to rotating angle of the system

Rotating
Angle

Input Data Sparse
Matching Bundle Block Adjustment Dense

Matching Model Generation

Images OCPs Aligned
Cameras Points Points Re-projection

Error(pix) Points Faces Vertices

(1) 10 288
21

288 63,539 32,021 5.40854 7,112,100 474,138 240,319
(2) 20 144 61 14,491 1,934 1.16213 5,823,235 388,213 197,498
(3) 30 96 96 14,167 4,567 3.3995 8,112,657 540,842 274,036



10°, 20°, 30° 일 때 생성된 모델이다. Fig. 13에서, 가장 적

은 수의 영상을 입력으로 한 (c)의 경우가 (b)의 모델보

다 (a)처럼 완전한 형태를 띄는 것을 육안 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Fig. 14의 모델 내부 역시 (b)모델보다

(c)가 더 실험 대상지의 형태를 잘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1에서 소프트웨어로부터 얻은 지표와 Fig. 31

과 Fig. 14에서 육안 상으로 확인한 결과, 회전 주기에 따

른 입력 영상 수가 가장 적은 세 번째 경우(촬영 주기를

30도로 하였을 때)에 결과가 가장 좋았으며 회전체가

20도 회전 시 마다 영상을 촬영한 경우가 가장 좋지 않

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하

여 많은 영상을 취득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3차원 모

델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처리 품질에 따른 처리 결과 및 처리 시간

PhotoScan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 할 때 각각의

단계에서 데이터 처리 품질을 지정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데이터 처리 품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등을 살

펴보기 위해 PhotoScan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품질을 동

일 데이터에 적용하여 보았다. 앞서 소개한 데이터 처

리의 네 단계 중 Dense Matching 단계와 모델 생성 - 메

시 생성 단계의 품질을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비

교 정리하였으며, 번들 블록 조정단계와 모델 생성-텍

스쳐링 단계의 품질은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하였다.

agisoft사의 PhotoScan에서 제공하는 Dense Matching의

품질은 Lowest, Low, Medium, High, Ultra High로 총 5개

이고 메시(Mesh) 생성의 품질은 Low, Medium, High 이

다. 이 중Dense Matching 과정의 Lowest와 Ultra High를

제외한 나머지 세 단계의 품질에 대해 처리하였다.

Table 12에서, Dense Matching의 품질에 따른 처리 시

간이 (1)과 (2)사이에서는 약 29분 정도의 차이를 보였지

만, (2)와 (3) 사이에서는 약 2시간 13분가량의 차이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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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op view of the generated models using PhotoScan (a) with low quality, (b) with medium quality and (c) with high quality.

Table 12. Processing time of each step according to the processing quality
구분 (1) Low (2) Medium (3) High

Dense
Matching

Points 2,316,332 7,112,100 23,619,234
Processing Time 17분 55초 47분 5초 3시간 0분

Model

Mesh Quality L M H L M H L M H
Faces 51,472 154,421 463,264 158,045 474,138 1,422,418 524,871 1,574,614 4,723,845
Vertices 25,712 77,511 232,188 80,387 240,319 716,052 273,127 808,171 2,390,324

Mesh Processing
Time(sec) 164 156 122 580 473 587 3,483 3,572 3,363

Texture Blending
Time(sec) 1,638 1,957 2,041 1,770 1,805 2,129 1,628 1,912 2,559



우 큰 처리 시간 차이를 보였다. 메시(Mesh) 단계의 처

리 시간은 Low로 설정한 경우가 High 또는 Medium일

때 보다 처리시간이 길거나, Medium의 경우가 High인

경우보다 처리시간이 길었다. 이를 통해 메시 단계의 처

리시간은 처리 품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 었 다 . 또 한 , Blending Time은 Dense

Matching의 처리 품질과는 상관없이 메시의 처리 품질

에 따라 비슷한 처리 시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15는 각각 Dense Cloud 생성 품질이 Low, Medium,

High 일 경우에 생성된 3차원 모델을 위에서 내려다 본

것이다. 생성된 모델의 형태는 (b), (c)의 경우에는 큰 차

이가 없었지만 (a)의 경우에는 실험대상지의 천장 부분

이 생성되지 않았다.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각각의 조건에 따라 생성된

실내 3차원 모델의 내부를 살펴보았다(Fig. 16). 내부 공

간 역시 (a)의 경우 실내공간의 전면 상단부분이 형성되

지 않았다. 또한 내부 공간의 객체인 칠판은 매우 실제

와 비슷하게 모델에서도 나타났지만 책상과 같은 동일

한 모양을 가진 여러 개의 객체들은 모두 형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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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Front, rear, left and right sides of generated indoor 3D model (a) with low quality, (b) with medium quality and (c) with high
quality.



일그러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c)의 경우

실내 공간 자체의 형태 등은 매우 실제와 같이 잘 형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책상과 같은 동일한 형태

를 가진 객체들은 (a)와 같이 명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모델 (b)의 경우 (a)와 비교하였을 때는 보다 더

실제와 가까운 모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c)와 비교하였을 때는 육안 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모델 (b)의 경우 역시 책상들은 형태가 완전히 표

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으로 실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저가의 회전식 스테레오 프레임 카메라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하나의 실험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 대

상지의 기준점 및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다

양한 스테레오 데이터 셋을 생성해 입력 값을 선정하였

다. 선정된 데이터 셋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처리하

고 그로부터 생성된 3차원 모델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입력 데이터의 스테레오 조건에 따라

생성된 모델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에 특징이

되는 객체가 많은 정면과 좌측 측면이 더 모델링이 잘

되었으며, 입력 영상 데이터가 취득된 위치의 영향을 받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내 공간의 길이를 비교하는 정량적 분석을 통

해 입력된 스테레오 데이터 셋 중 서로 다른 위치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였을 때 가장 실측값과 차

이가 적은 결과를 얻어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의 취득 위

치가 모델링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 내부의 객체 길이를 비교한 결과, 입력된

데이터셋의 스테레오 조건과는 크게 상관없이 실측값

과 모델로부터 측정한 값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영상의 스테레오 조건에 따른 모

델링 결과 외에 추가적으로 입력 기준점 수와 데이터 취

득 주기에 따른 결과 및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데이

터 처리 품질에 따른 결과 또한 비교하였다. 모두 동일

한 조건 하에 입력 기준점 수만 달리하였을 때는 최소

한의 기준점만 입력해주었을 때의 정확도가 더 높았지

만, 기준점 수가 충분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생성된 실

내 3차원 모델이 일부 누락되었다.

데이터 취득 주기에 따라 입력 영상 수를 달리하여

생성한 모델링 결과로부터는 굳이 많은 영상을 취득하

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실내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

는 데이터 처리 품질에 따른 결과와 처리 시간을 비교

한 결과, 고밀도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과정

(Dense Matching)의 품질에 따른 처리 시간은 매우 격차

가 컸지만, 메시(Mesh)단계와 텍스쳐를 입히는 과정

(Texturing)단계는 처리 품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

다. 생성된 모델을 살펴본 결과, 고밀도의 포인트 클라

우드를 생성하는 품질 설정을 Low로 한 경우는 모델이

전체적으로 왜곡이 많았지만Medium과High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형태와 특징이 되는 객체를 잘 표

현하고 있었다. 각각의 결과와 처리 시간을 비교해 보

았을 때Medium으로 설정한 후 처리하여도 육안 상 구

분할 수 있는 적절한 실내 3차원 모델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실험을 통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회전식 스테레오 프레임 카메라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적은 영상으로도 실내 3차원 모델을

생성할 수 있지만, 생성된 모델의 정확도가 높지 않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 내부의 객체 등이 선명하게 표현되

지 않아 높지 않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실내 서비스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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