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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로봇, 자동차, 지게차 등과 같은 자율주행 

차량들에 대한 연구[1-3]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상용화된 것들도 산업현장 및 일반 생활공간에

서 운용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은 건물 바닥, 도로,

작업장 바닥 등과 같은 평면 위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평면 운동을 하게 된다. 즉, 카메라는 수평 이동

(translation) 및 평면 수직축에 대한 회전(rotation)

운동을 하게 되며, 카메라를 구성하는 모든 점은 각

각 어떤 한 평면 위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카메라가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허용되는 경우

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지게차(forklift)의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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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지(fork carriage)에 장착된 카메라는 수직 운동

도 하게 되는데[4-5], 이 경우에는 수평 및 수직 이동

이 모두 허용되므로 결국 3차원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평면 운동하는 로봇이더라도 건물의 다

른 층에 가서 움직인다고 하면, 카메라 입장에서는 

수직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인공적인 건물이나 구조물에는 일반적으로 

수평 및 수직 직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어떤 건

물의 모서리나 가로등과 같은 곳에 수직 직선이 자연

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며, 건물 창틀, 책상 윗면의 옆

모서리, 보행자 차단 난간, 창고 선반 등과 같은 곳에

서는 수평 직선을 흔히 볼 수 있다. 영상 내에 나타나

는 이러한 수직 및 수평 직선은 전방의 3차원 공간에

서 직선들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파렛트 측정과 관련된 연구[3,4,6]에서는 

파렛트가 지면 또는 바닥면과 수평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파렛트 앞면의 수평 직선으로부터 파

렛트 자세를 실제로 측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도 영상 

내 수평 및 수직 직선을 보면, 직선의 개략적인 수평 

방향과 지면의 수직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평면 및 수직 운동을 하는, 즉 3차원 이동 및 수직

축 기반 회전만 하는 제한적 움직임 카메라의 영상은 

아무 제한이 없는 움직임 카메라 영상에 비해 제한적

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카메라 전방에 있는 

3차원 수평 및 수직 직선에 대하여 유용한 특성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카메라를 장착한 자율

주행 차량이 움직이는 평면을 기준 평면이라고 하면,

카메라의 수평 움직임 평면은 기준 평면과 평행하게 

된다. 반면에, 카메라가 회전하는 중심축은 기준 평

면과 수직하게 된다. 기준 평면에 평행한 수평 직선 

및 수평 평면은 카메라의 제한적 움직임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평행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아울러, 기

준 평면에 수직한 직선도 카메라의 수평 및 수직 제

한적 움직임에 상관없이 수직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제한적 움직임 카

메라 영상에 나타나는 수평 및 수직 직선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 평면에 

평행한 수평 직선에 대한 영상을 기준 평면에 역투영 

시키면, 역투영된 직선은 3차원 공간의 본래 수평 직

선과 3차원적으로 평행하게 된다. 즉, 역투영을 통해 

수평 직선의 3차원 방향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기준 평면에서의 월드좌표계와 카메라좌표

계 사이의 관계를 카메라의 평면 및 수직 움직임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다

면, 영상좌표계의 직선을 기준 평면에 역투영한 직선

을 월드좌표계에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즉, 카메

라의 위치 및 자세 정보를 월드좌표계에서 계속 추적

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면, 역투영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계속 변하는 두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센서 장비를 활용하는 고비용의 방법을 사용

하거나, 월드좌표계 주행공간 인식용 특별 마커 또는 

특정 물체 위치의 사전정보를 활용하는 제한적 방법

[7]을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장비나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수평 및 수직 직선과 관련된 정보를 추정하기 

위한 가상평면 역투영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3차원 정보에 대하여 다룬다. 먼저 2장

에서는, 카메라좌표계와 월드좌표계의 관계를 카메

라 보정(calibration)을 통해 구한 후, 카메라의 평면 

및 수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평면과 계속 평행

하게 유지되는 가상평면을 설정하는 하는 방법을 설

명한다. 이어서, 영상좌표 점을 가상평면에 역투영하

는 방법을 간단한 수식으로 제시하며, 월드좌표계와 

무관하게 변환이 가능함을 보인다. 3장에서는, 기준 

평면에 수평 또는 수직한 직선의 영상을 가상평면에 

역투영 하여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속성들을 제시하

고, 이러한 속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논한다. 마

지막으로, 간단한 평면 도형들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제시한 속성들의 정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알아보

고 결론을 맺는다.

2. 좌표계 설정 및 가상평면 역투영

2.1 좌표계 설정 및 카메라 보정

먼저 Fig. 1에서와 같이 차량 움직임 평면, 즉 기준 

평면을 XY-평면으로 하는 월드좌표계를 설정하고,

카메라 보정 방법[8]을 통해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정보를 나타내는 행렬 K와 카메라좌표계 원점 Ĉ와 

자세 정보를 나타내는 회전행렬 Rc2w를 구한다. 행렬 

Rc2w은 카메라좌표계를 월드좌표계와 일치되도록 회

전시키는 행렬이다. 월드좌표계의 어떤 점 X를 중심

투영(central projection) 하여 구해지는 영상좌표계

의 점 x는 식 (1)과 같이 나타난다[9].



91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7호(2022. 7)

(1)

여기에서 X와 x는 동차(homogeneous coor-

dinate)좌표로 표현된 것이며, Ĉ는 비동차좌표 즉 일

반좌표로 표현한 것을 나타낸다. 동차좌표에서는 어

떤 점 (x,y)에 대하여 차원을 하나 늘려 (hx,hy,h) 형태

로 표현한다. h가 0이 아니면, 표준(normal) 동차좌

표 (x,y,1)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좌표값 (x,y) 정보가 

직접 표현되도록 할 수도 있다. 동차좌표가 (x,y,0)

형태 즉, h = 0 인 경우에는, 2차원 공간에서의 (x,y)-

방향(direction)을 나타내거나 이 방향의 무한대 점

을 표현하는데 사용한다[6,9]. 점 Ĉ는 월드좌표계에

서의 3차원 좌표 (cx,cy,cz) 형태이며, 이것에 대한 동

차좌표 C는 (hcx,hcy,hcz,h) 형태로 나타낸다. 따라서 

카메라좌표와 월드좌표 간의 변환 관계는 

이다.

2.2 가상평면 설정 및 역투영 방법

가상평면은 카메라의 평면 및 수직 움직임에도 불

구하고 기준 평면과 평행하게 남아 있도록 설정할 필

요가 있다. 이것은 기준 평면에 역투영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상평면에 역투영하여 얻기 위한 것이

다. 가상좌표계의 자세는, 향후의 수식 변환을 간단

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Fig. 1에서와 같이, 월드좌표

계의 자세와 일치하도록 설정하며, 가상좌표계 원점 

Ô은 카메라좌표계 원점으로부터 v 만큼 수직으로 아

래에 놓이도록 설정한다. 원점 Ô 좌표는 (cx,cy,cz-v)

이 되며, v 값을 음수로 설정하면 가상평면은 수직으

로 위에 위치하게 된다. 가상좌표와 월드좌표 간의 

관계는 이므로, 카메라좌표와 가상좌표 

간의 변환 관계는 이다. 따라

서 어떤 가상좌표 점 Xv 와 이것을 중심투영한 영상

동차좌표 x i 간의 변환 관계는 식 (2)와 같다.

(2)

(3)

역투영할 가상평면에 대한 좌표계 즉, 2차원 가상

평면좌표계를 3차원 가상좌표계의 XY-평면과 일치

하도록 설정하도록 한다. 가상평면 위의 어떤 가상좌

표 점 Xv는 (x,y,0,h)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을 식 

(2)에 적용하면 식 (3)과 같이 된다. 여기에서 벡터 

(x,y,h) 는 가상평면좌표계에서의 동차좌표로 해석할 

수 있다. 식 (3)에서 p1, p2, p4는 변환행렬 Pv의 해당 

열벡터(column vector)를 나타내며, 이들로 구성되

는 3×3 변환행렬 Hv는 일종의 투영변환(projectiv-

ity)으로서 2차원 가상평면좌표와 영상좌표 사이의 

변환을 나타내는 호모그래피(homography)이다. 식 

(3)에서 영상좌표 점 xi 와 가상평면좌표 점 xv는 월

드좌표계의 어떤 점을 중심투영한 점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이들 간의 변환을 나타내는 Hv는 투영변환

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심투영변환

(perspectivity)이라고도 부른다[9]. 일반적인 투영변

환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8 인데 비해 중심

투영변환은 자유도가 6 이다. 투영변환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p4 (= Ô-Ĉ = (0,0,-v))는 영

(zero) 벡터가 될 수 없다. 즉, v는 0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영상좌표 x i를 가상평면에 역투영한 가상평

면좌표 xv는 식 (3)으로부터 xv = Hv-1 x i 와 같이 

결정된다. 여기에서, 변환행렬 Pv의 열벡터 p1, p2는 

행렬 KRc2w의 열벡터로서 카메라 보정과정에서 한

번 결정되면 상수처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Hv-1에 의한 역투영 과정은 월드좌표계 정보와 무관

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투영한 점 xv = (x,y,h)에서, h가 0이 될 수 있다

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점 (x,y,0)은 가상평면 

원점으로부터 무한대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영상좌표계의 유한 위치의 점 xi를 역투영하면 가상

Fig. 1. Relationship among the world coordinate system 

(WCS), the camera coordinate system (CCS), 

and the virtual coordinate system (VCS). WCS is 

set for its XY-plane to be the vehicle motion 

plane. The orientation of VCS is equal to that of 

WCS and the origin of VCS is just vertically below 

that of 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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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좌표계의 무한 위치의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이것은 Fig. 1에서 가상평면과 평행하게 역투영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영상평면에서 평행 역투영되

는 점들 집합이 가상평면에 대한 소멸 직선(vani-

shing line) 또는 수평선이 된다. 이 수평선은 기준 

평면에 대한 것이기도 하며, 카메라 보정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다. 영상에서 수평선 위쪽에 나타나는 

점이나 직선에 대해서는 음수 v 값에 의해 설정되는 

카메라 원점 위쪽에 위치하는 가상평면에 역투영하

면 된다.

영상 내 어떤 직선을 역투영할 때는 직선 위 두 

점 xi1, x i2을 역투영한 점 xv1, xv2을 이용하여 식 (4)

에서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가상평면 위의 두 직선 

l1, l2 가 이루는 사이각 θ 는 식 (5)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듀얼 코닉(dual conic) C∞*으로는 

3x3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의 대각성분 중에서 

마지막 값만 0으로 대체된 행렬을 사용하면 된다.

(4)

(5)

3. 유용한 역투영 속성 및 활용

어떤 카메라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된 위치 및 자세로 설정된 가상평면은 카메라가 

평면 및 수직 운동을 하더라도 기준 평면(이후로 지

면 이라고 함)과 항상 평행하게 유지되므로, 지면에 

대하여 평행하거나 수직인 직선은 가상평면에 대해

서도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지면에 

역투영하여 얻을 수 있는 3차원 정보를 가상평면에 

역투영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상평면 역

투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속성들을 제시하고, 활용

에 관해 논한다.

3.1 유용한 역투영 속성들

(속성 1) 지면에 평행한 월드직선의 영상을 역투

영한 직선은 월드직선과 평행하다.

Fig. 2에 월드직선 awbw를 가상평면에 역투영한 

직선 avbv를 보이고 있다. 카메라 투영중심점 cw와 

점 aw, bw를 가상평면에 수직 투영한 보조 점들을 c',

a', b'이라고 하자. 삼각형 avawa'과 삼각형 avcwc'은 

닮은꼴 삼각형이 되며, 마찬가지로 삼각형 bvbwb'과 

삼각형 bvcwc'도 닮은꼴이 된다. 여기에서, 월드직선 

awbw가 가상평면과 평행하므로, 길이 awa'과 길이 

bwb'는 같다. 따라서 길이 avaw : 길이 avcw = 길이 

bvbw : 길이 bvcw이며, 삼각형 cwawbw과 삼각형 cwavbv
은 닮은꼴 삼각형이 된다. 그러므로 월드직선 awbw와 

역투영 직선 avbv는 평행하다.

(속성 2) 두 개의 지면평행 월드직선이 서로 평행

하면, 이들 영상의 역투영 직선들도 평행하다.

위의 (속성 1)에 의해 역투영 직선은 자신의 해당 

월드직선과 평행한데, 월드직선끼리 평행하므로 역

투영 직선들도 평행하게 된다.

(속성 3) 두 지면평행 월드직선의 역투영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은 월드직선의 직선방향이 이루는 각

도와 같다.

위의 (속성 1)에 의해, 역투영 직선의 방향이 월드

직선의 방향과 같으므로, 역투영 직선들의 사이각이 

바로 월드직선 방향들이 이루는 각도가 된다.

(속성 4) 두 지면평행 월드직선이 동일한 평면 위

에 있다면, 역투영한 직선들의 길이 비(ratio)는 월드

직선들의 길이 비와 같다.

Fig. 2에서 역투영 직선 avbv와 월드직선 awbw의 

길이 비 r은 (길이 cwc' / 길이 cwc")와 같다. 이것은 

삼각형 cwawbw와 삼각형 cwavbv이 닮은꼴 삼각형이

며, 또한 삼각형 cwc"aw와 삼각형 cwc'av도 닮은꼴이

기 때문이다. 월드직선 awbw을 포함하는 지면평행 평

면에 있는 다른 월드직선도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

에 있기 때문에, 역투영 직선과의 비는 동일하게 r

Fig. 2. A world line awbw is parallel to the virtual plane 

and it is back-projected to a line avbv on the 

virtual plane. The back-projected line is parallel 

to the world line since the triangle cwawbw is sim-

ilar to the triangle cwav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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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역투영 직선들의 길이는 각

각 해당 월드직선 길이의 r 배와 같으므로, 역투영 

직선들의 길이 비는 본래 월드직선들의 길이 비와 

같게 된다.

(속성 5) 지면에 수직한 월드직선 영상을 역투영

한 직선은 카메라 투영중심점을 가상평면에 수직 투

영한 점을 통과한다.

Fig. 3에 지면에 수직한 월드직선 l 이 가상평면의 

직선 lv 로 역투영된 것을 보이고 있다. 카메라 투영중

심점을 수직으로 내린 직선을 l0 라고 하고, 이것과 

가상평면의 교차점을 v0 라고 하자. 월드직선 l 이 

지면에 수직하므로, 투영중심점과 월드직선, 역투영 

직선을 포함하는 투영평면은 가상평면과 직교한다.

따라서 투영중심점을 지나는 수직 직선 l0 는 투영평

면에 속하게 된다. 역투영 직선 lv 는 투영평면과 가상

평면이 교차 직선이므로, 직선 l0 와 가상평면의 교차

점 v0 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 속성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역투

영 직선이 교차점 v0 를 통과한다고 해서 본래 월드직

선이 수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Fig. 3에서 

직선 le 는 수직 직선이 아니면서 역투영 직선이 v0
를 통과하게 된다. 즉, 월드직선이 공교롭게 직선 l0
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v0 를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월드직선이 수직인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는 위치 이동이 포함된 두 카메라 관점에서 점 v0 통

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3.2 역투영 속성 활용

앞에서 제시한 속성들은 자율주행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속성 1)은 자율주행 

차량의 전방에 나타난 수평 직선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방의 차선, 난간, 식탁 등에 대하여 

자율주행 차량 기준의 상대적인 방향을 추정할 수 

있어, 충돌회피 및 주행경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식 (4)에서 계산되는 직선은 가상평면좌표계에서 

구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자율주행과 연관된 

카메라좌표계의 값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2.2절에

서, 카메라좌표와 가상좌표 간의 변환 관계는 

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

을 가상좌표계에서의 동차좌표를 이용하도록 변형

하면 식 (6)이 된다. 가상평면좌표계에서의 직선 l =

(a,b,c)는 직선 식 ax + by + c = 0를 나타내며, 접선

(tangential) 방향은 (b,-a)이며, 법선(normal) 방향

은 (a,b)이 된다. 카메라좌표계에서 직선의 접선 방향

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상좌표계 방향 벡터 (b,- a,0,0)

을 식 (6)에 대입하여 식 (7)과 같이 구하면 된다. 여기

에서, r1, r2는 각각 회전행렬 Rc2w의 처음 두 개의 열

벡터를 나타낸다. 식 (7)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평 직선 

방향은 월드좌표계와 상관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서 결정할 수 있다.

(6)

(7)

(속성 2)는 영상에서 수평 직선으로 기대되는 두 

직선이 평행한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두 수평 직선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달라도 평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속성 3)은 어떤 지면평면 

물체의 외곽을 나타내는 직선 간의 사이각을 측정하

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수평 직선이 이루는 각도 또한 식 (5)를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속성 4)는 어떤 지면평행 직선의 

길이를 추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즉, 길이를 알 

수 있는 기준 직선과 동일한 평면에 있는 다른 직선

과의 길이 비를 구함으로써 그 직선의 길이를 추정할 

수 있다. (속성 2)와 (속성 3)은 (속성 1)에 기반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모두 월드좌표계 정보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성 4)도, 두 역투영 

직선의 길이 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길이 비 r (= 길이 

cwc' / 길이 cwc")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게 되어,

cw와 같은 월드좌표계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Fig. 3. A world line l is vertical to the virtual plane and 
it is back-projected to a line lv on this plane. 
Then the back-projected line lv passes the point 
v0 that is the vertical projection of the camera 

projec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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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속성 5)는 영상 내 어떤 직선이 지면에 수직한가 

여부를 판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수직 직선

이 포함된 면은 지면에 수직하므로, 건물이나 구조물

을 이루는 면이 지면에 수직한가 여부를 판정하는데

도 활용할 수 있다. 카메라 투영중심점을 가상평면에 

수직 투영한 점(Fig. 3의 v0)은, Fig. 1의 좌표계 설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좌표계의 원점이 된다.

또한 가상좌표계의 XY-평면과 일치하도록 가상평

면좌표계를 설정하였으므로, v0 는 가상평면좌표계

의 원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점과 역투영된 직선의 

거리를 계산하여 통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어떤 

직선 l = (a,b,c)과 원점과의 거리는    

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즉, 거리 d 가 어떤 작은 값보다 

작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카메라 영상을 가상평면에 역투영하여 직선의 방

향을 다루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왜곡 현상을 우선 

보정해 주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광각의 액션 카

메라(SJ4000)를 사용하여 1280×960 해상도의 영상

을 획득하여 사용하였는데, Fig. 4(a)에서와 같이 광

각 렌즈 특성으로 인해 영상 외곽 쪽으로 갈수록 방

사왜곡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방사왜곡의 수정 보

완과 카메라 보정을 위해 OpenCV 라이브러리[10]에

서 제공하는 Zhang[8] 기반의 Camera Calibration

함수들을 사용하였다. Fig. 4(b)는 방사왜곡 수정의 

효과를 나타낸 것인데, 작업장 바닥에 놓인 카메라 

보정패턴의 직선 모양이 제대로 수정 보완되어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c)는 실제 카메라 보정

에 사용된 영상이며, 보정패턴의 좌측상단 쪽에 바닥

평면에 설정한 월드좌표계를 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논문에서 제시한 속성들의 정확성

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Fig. 5(a)에서와 같이 인

위적으로 만든 간단한 평면 도형들을 사용하였다. 직

선의 평행 여부에 대한 실험을 위해 사다리꼴 도형을 

사용하였으며, 직선들의 사이각에 대한 실험을 위해 

직각삼각형(내각 30도, 60도 포함)을 사용하였다. 영

상 내에서 수평 직선의 높이와 무관함을 알아보기 

위해 직각삼각형을 상자 위에 놓은 것도 포함하였다.

앞에서의 두 직각삼각형과 동일한 형태 및 크기의 

직각삼각형을 하나 더 마련하여 수직으로 세워 배치

하였다. 이 직각삼각형을 활용하여, 제시한 속성들이 

수평하지 않은 직선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수직 직선 여부를 판정하는데 활용

하고자 하였다. Fig. 5(b)는 카메라의 평면 움직임(수

평 이동과 회전만 포함)만 있는 경우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Fig. 5(c)는 보다 높은 위치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으로서 카메라의 수직 움직임도 

포함된 경우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각 도형의 꼭지점, 변, 내각 

등을 지칭할 수 있는 표기법을 정의하고자 한다. 실

험에 사용된 다섯 도형에 대해서는 Fig. 5(a)에서와 

같이 원형 번호를 부여한다. 각 도형의 꼭지점에 대

해서는 Fig. 6에서와 같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번

호를 부여한다. 직각삼각형의 내각 30도, 60도, 90도

에 해당하는 꼭지점의 번호를 각각 1, 2, 3으로 하며,

사다리꼴에서는 짧은 평행 변 왼쪽 꼭지점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번호를 부여한다. Fig. 6에서 직

각삼각형의 내각 60도를 갖는 꼭지점은 ①-p(2)라고 

표현하고, 이 꼭지점의 내각은 ①-a(2)라고 표현한

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꼭지점 ①-p(3)의 대변 즉 

(a) (b) (c)

Fig. 4. Lens distortion compensation and camera calibration. (a) an input image, (b) the image with lens distortion 

correction, and (c) the camera calibration image with the world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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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변에 해당하는 직선은 ①-l(1,2)와 같이 두 꼭지점

을 명시하여 표현한다. 실험에서 사용한 두 개의 같

은 크기 사다리꼴은 내각 ②-a(4)가 75 도(degree)인 

등변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의 짧은 평행선분의 길

이는 ②-d(1,2)와 같이 표현한다. 등변 사다리꼴이므

로, ②-d(1,4)와 ②-d(2,3)은 같다. 두 직선 또는 선분

이 이루는 사이각은 해당 직선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②번 사다리꼴에서 두 빗변의 

사이각은 a(②-l(1,4), ②-l(2,3))로 표현하는데, 내각 

②-a(3), ②-a(4)가 모두 75 도이므로 이 사이각은 

30도가 될 것이다.

Fig. 5에 있는 세 가지 경우의 영상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먼저 (속성 2)에서 언

급한 평행직선 여부의 판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

아보기 위해, 사다리꼴 ②의 평행한 두 변이 이루는 

사이각 즉, a(②-l(1,2), ②-l(3,4))를 구해 보았다. 세 

경우에 대한 역투영에 의한 측정을 통해 평균 사이각

이 0.12도로 나왔으므로, 두 직선이 본래 평행하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사다리꼴의 두 

빗변이 이루는 사이각 a(②-l(1,4), ②-l(2,3))은 평균 

29.90도로 측정되었는데, 이들이 평행하지 않음을 추

정할 수 있으며 또한 본래의 사이각(30도)이 매우 정

확하게 측정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지면으

로부터 서로 다른 높이에 있는 ③,④ 직각삼각형의 

직각 변들 간의 사이각 a(③-l(1,3), ④-l(1,3))이 0.30

도로 측정되어, 이들이 거의 평행함을 알 수 있다.

역투영을 통해 지면평행한 월드직선들이 이루는 

사이각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속성 3)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해, 도형들의 내각을 측정해 보았다. 먼저 사

다리꼴의 내각 ①-a(2), ①-a(4)가 각각 105도, 75도

에 매우 가깝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직각삼

각형 ③,④에 대한 내각 ③-a(1), ③-a(2), ④-a(2),

④-a(3)도 각각 30도, 60도, 60도, 90도에 매우 근접하

게 측정되었다. Table 2에는 이러한 내각들이 영상 

내에서 직접 측정한 시각적인 내각과 역투영에 의한 

측정 내각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균값을 보면 

5.08–25.08도 정도 차이가 나며, 특히 내각 ④-a(3)

의 경우에는 무려 38.4도 정도로 매우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심투영 왜곡이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한 역투영 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에, 지면에 평행하지 않도록 세워져 있는 직각삼각형 

⑤에 대한 내각 ⑤-a(1)은 본래의 30도와 평균 5도 

정도 차이가 나게 측정이 되었다. 특히 원근투영 왜

곡이 많이 나타나는 Fig. 5(b)에서는 무려 11.5도 정

도 차이가 나타났다. (속성 3)이 지면평행 직선들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동일한 지면평행 평면 위 월드직선들의 

길이 비율을 역투영에 의해 구할 수 있다는 (속성 

4)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다리꼴 ①의 빗변 길이 비 

(①-d(1,4) / ①-d(2,3))이 예상대로 1.01로 측정되어,

월드직선들의 길이 비를 추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서로 다른 사다리꼴에 있는 빗변의 길이 

비 (①-d(1,4) / ②-d(2,3))도 1.00으로 측정되어, (속

성 4)의 신빙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a) (b) (c)

Fig. 5. Experimental images whose radial distortions are compensated. (a) a simple input image including trapezoids 

and right triangles, (b) an input image after translation and rotation, and (c) an input image including height 

change too.

Fig. 6. Numbering rule for vertices in the right triangle 

and the trapez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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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에 수직한 월드직선을 역투영 하면 카메라 투

영중심점을 가상평면에 수직 투영한 점(v0 in Fig. 3)

을 통과한다는 (속성 5)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 내 

직선 선분 ⑤-l(1,2), ⑤-l(1,3), ③-l(1,2)를 역투영 하

여 v0 에 해당하는 가상평면좌표계 원점과의 거리를 

계산하는 실험을 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거

리는 카메라 투영중심과 가상평면과의 거리를 나타

내는 v 값에 비례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실험에서는 

v = 100 으로 설정하여 거리 계산결과 값들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직각삼각형 ⑤

의 빗변 ⑤-l(1,2)와 지면에 수평하게 놓여 있는 ③

-l(1,2)에 대한 거리는 평균 64.98, 98.59 로서 매우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수직한 직선 ⑤-l(1,3)은 평균 

0.60 으로 매우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한편, Fig. 5의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angle measurement for two trapezoids, three right triangles, and line pairs in Fig. 5.

 (angle unit: degree, distance unit: mm)

Trapezoid

Angle
a(②-l(1,2),
②-l(3,4))

Angle
a(②-l(1,4),
②-l(2,3))

Angle
①-a(2)

Angle
①-a(4)

Length Ratio
①-d(1,4) /
①-d(2,3)

Length Ratio
②-d(1,4) /
①-d(2,3)

Fig. 5(a) 0.00 30.05 105.16 74.44 1.01 1.00

Fig. 5(b) 0.26 29.76 104.66 74.65 1.01 1.00

Fig. 5(c) 0.09 29.89 104.76 74.45 1.01 1.00

Avg. 0.12 29.90 104.86 74.51 1.01 1.00

Right
Triangles

Angle
③-a(1)

Angle
③-a(2)

Angle
④-a(2)

Angle
④-a(3)

Angle
⑤-a(1)

Angle
a(③-l(1,3),
④-l(1,3))

Fig. 5(a) 30.04 60.25 60.60 89.76 27.92 0.46

Fig. 5(b) 30.00 59.66 59.38 91.00 18.53 0.20

Fig. 5(c) 29.87 60.03 60.21 90.50 28.37 0.24

Avg. 29.97 59.98 60.06 90.42 24.94 0.30

Vertical
Line
Test

Dist. to back-projection
of ⑤-l(1,2)

Dist. to back-projection
of ⑤-l(1,3)

Dist. to back-projection
of ③-l(1,2)

Fig. 5(a) 78.37 0.04 141.20

Fig. 5(b) 50.49 1.34 59.35

Fig. 5(c) 66.08 0.43 95.22

Avg. (S.D.) 64.98 (13.98) 0.60 (0.67) 98.59 (41.03)

Table 2. Comparison of visual angles and measured angles in trapezoids and right triangles.         (unit: degree) 

Angle
①-a(2)

Angle
①-a(4)

Angle
③-a(1)

Angle
③-a(2)

Angle
④-a(2)

Angle
④-a(3)

Angle
⑤-a(1)

Fig. 5(a)

Visual 109.52 84.55 19.21 47.57 27.86 128.15 38.72

Measured 105.16 74.44 30.04 60.25 60.60 89.76 27.92

Abs. Diff. 4.36 10.11 10.83 12.68 32.74 38.39 10.79

Fig. 5(b)

Visual 94.61 66.40 22.83 49.82 42.43 72.35 25.97

Measured 104.66 74.65 30.00 59.66 59.38 91.00 18.53

Abs. Diff. 10.04 8.24 7.16 9.84 16.96 18.65 7.44

Fig. 5(c)

Visual 103.94 75.84 21.28 48.99 34.66 102.75 36.46

Measured 104.76 74.45 29.87 60.03 60.21 90.50 28.37

Abs. Diff. 0.82 1.40 8.59 11.04 25.55 12.25 8.09

Avg. of Abs. Diff. 5.08 6.58 8.86 11.19 25.08 23.10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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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영상에서 구한 거리 값들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보면, 수직 직선이 아닌 ⑤-l(1,2),

③-l(1,2)은 카메라 위치 및 자세에 따라 거리 값이 

큰 변화를 보이지만, ⑤-l(1,3)은 0.67 로서 상대적으

로 매우 작은 표준편차를 보인다. 즉, ⑤-l(1,3)은 카

메라 위치 및 자세에 무관하게 작은 거리 값을 가진

다는 것이며, 따라서 수직 직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면평행 월드직선 영상에 대한 역투영 직선의 방

향은 월드직선의 방향과 동일하다는 (속성 1)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상자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④의 

직각 변 ④-l(1,3)의 방향이 차량이 진행할 방향이라

고 가정하고 차량의 전방 방향과의 각도 차이를 구해 

보았다. 차량의 전방 방향은 영상의 중앙 점을 가상

평면에 역투영한 점이 원점과 이루는 방향으로 정함

으로써, 카메라좌표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지면평행 

방향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차량이 진행할 방향은 

④-l(1,3)의 역투영 직선에 대하여 식 (7)을 적용하여 

계산한 카메라좌표계에서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이

러한 두 방향의 차이를 Fig. 5의 세 영상에 대하여 

구해보면, 각각 -29.05 도, 16.64 도, -7.32 도로 나왔

다. Fig. 5의 영상에서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Fig. 5(a)와 Fig. 5(c)에서는 앞으로 왼쪽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Fig. 5(a) 상황에서는 보다 큰 음수 

값을 가지므로 보다 급하게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Fig. 5(b)에서는 오른쪽으

로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평면 및 수직 운동을 하는 카메라

의 영상에서 수평 및 수직 직선에 해당하는 영상을 

가상평면에 역투영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

들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속성들의 정확성과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수평 또는 수직 하지 않은 직선 영

상에 대해서는 제시한 속성들을 적용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 영상 내 직선이 수평 또는 

수직 직선이 되는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 개발된

다면 제안한 속성들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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