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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pproach that is able to 
reconstruct 3 dimensional metric models from un-calibrated 
images acquired by a freely moved camera system. If nothing is 
known of the calibration of either camera, nor the arrangement 
of one camera which respect to the other, then the projective 
reconstruction will have projective distortion which expressed 
by an arbitrary projective transformation. The distortion on the 
reconstruction is removed from projection to metric through 
self-calibration. The self-calibration requires no information 
about the camera matrices, or information about the scene 
geometry. Self-calibration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internal 
camera parameters directly from multiply un-calibrated images. 
Self-calibration avoids the onerous task of calibrating cameras 
which needs to use special calibration objects. The root of the 
method is setting a uniquely fixed conic(absolute quadric) in 
3D space. And it can make possible to figure out some way 
from the images. Once absolute quadric is identified, the metric 
geometry can be computed. We compared reconstruction image 
from calibrated images with the result by self-calibration 
method. 

 

I. 서론 
 

여러 장의 영상으로부터 어떤 대상(object)에 대해 

정량적인 3 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연구는 2 차원의 영상

                                                           
  본 논문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임.  

으로 사영(projection)된 제한된 정보로부터 현실에 실재

하는 대상의 형태에 대한 입체적인 수치 정보를 수집하

여 데이터화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진단을 내리

거나, 현실감 있는 모델을 구성할 수 있어 의료영상이

나 가상현실, 생체인식, 영화 등의 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발히 연

구되고 있다. 

 3 차원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존의 비수렴형 스테

레오 시스템(non-convergence stereo system)을 사용할 경

우, 정확하게 평행한 시스템의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영상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하는 수렴형 스테레오 

시스템(convergence stereo system)에서 3 차원 정보를 추

출하게 되었으며, 이 개념이 확장되어 다중영상으로부

터 3 차원 정보를 추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영상간의 기하학적 정보는 각각의 영상에 

대응하는 일치점으로부터 찾게 되는데, 그 일치점만으

로 3 차원 영상을 재구성할 경우 발생하는 모호성

(ambiguity)로 인하여 사영의 왜곡(projective distortion)이 

나타난다.  이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원

리점(principal point), 뒤틀림(skew), 초점거리(focal length)

등과 같은 내부 파라미터(intrinsic parameter)를 알아야 

하는데, 내부 파라미터를 알기 위해서는 영상의 미리 

알고 있는 점들(point) 혹은 영상 안의 평행한 선들

비교정 영상으로부터 왜곡을 제거한 3 차원 재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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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s)과 같은 기하학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알아내

는 과정을 교정(calibration)이라고 하며, 교정을 위해서

는 교정문양(calibration pattern)을 사용하여 내부 파라미

터를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

고, 실질적인 환경에서는 교정문양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동교정(self-calibration) 방법이 

고안되었다. 자동교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영상간의 대

응점만으로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어 비

교정 영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영의 왜곡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기존에 촬영된 비교

정영상들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교정

문양을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카메라의 외부 파라미터

(extrinsic parameter)와 내부 파라미터를 얻고 자동교정방

법을 사용하여 얻은 파라미터를 비교하였으며, 영상의 

지정된 점들로부터 사영 재구성(projective reconstruction)

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제거하여 메트릭 재구성(metric 

reconstruction)을 구현하였다.  

 

II. 비교정 영상을 Projective 
reconstruction 할 경우의 왜곡 현상 

 
일반적으로 영상과 3 차원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몇가지 알고 있지 않다면, 각 영상들의 절대적인 위치

(absolute position)는 알기 어렵다. 이는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혹은 카메라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아느냐에 

달려있다. 그 정보들을 모른다면 그림 1 에 나타난것과 

같이 3 차원의 다른 점이 영상에 사영될 때 같은 점으

로 나타날 수 있는 모호성으로 인하여 임의의 사영변환

(arbitrary projective transformation)으로 표현되는 재구성상

의 왜곡이 발생한다.  

 
그림 1. 재구성상의 모호성[1] 

Figure 1. Reconstruction ambiguity[1] 

3 차원 공간의 동차좌표 X 를 영상 평면(image 

plane)안의 점 x 로 투사하는 사영행렬(projective 

matrix)를 P 라고 할 때 다음과 같다. 

PXx =     (1) 

임의의 역행렬이 가능한 4x4 행렬 H 가 있다고 할 때, 

(1)은 ))(( 1 HXPHx −=    (2) 

로 표현될 수 있다. (2)에서 x는 바뀌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재구성 상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H 를 계산하여야 한다. 
 

III. 비교정 영상으로부터 얻은 Projective 
reconstruction 의 왜곡제거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왜곡을 자동교정 방

법을 통하여 제거하여 사영 재구성을 유클리드 재구성

(Euclidean reconstruction)과 스케일(scale)을 제외하고 같

은 메트릭 재구성(metric reconstruction)으로 개량(upgrade)

를 하기위한 과정을 설명한다. 대략적인 과정을 다음의 

표 1 에 나타내었다.  

 
 표 1. 메트릭 재구성의 과정 

 

3.1 영상의 일치점 찾기 
재구성하기를 원하는 포인트를 대응하는 영상의 일치

하는 포인트를 harris 코너 검출법과 상호관계일치 

(correlation match) 방법 등을 사용하여 찾아내고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등의 방법으로 적합하

지 않은 점(outlier point)을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그림 2 와 같은 교정문양 영상이므로 수동 측정방법

1. 영상의 일치점 찾기 

2. 기본 행렬 추정 

3. 카메라 행렬 계산 

4. 절대 2차 원추곡면 추정 

5.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계산 

7. 메트릭 재구성 

6. 사영변환행렬 H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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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3.2 기본 행렬 추정(Fundamental matrix estimation) 
영상간의 일치점을 등차좌표로 표현하면(homogeneous 

coordinate) Tyx )1,,(=x , Tyx )1,','('=x 과 같을 때, 

기본 행렬 F 와 일치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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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 의해 F 를 계산

하고 F 를 행렬 F 로 변환한다. 

3.3 카메라 행렬 계산(Camera matrix computation) 
계산된 기본 행렬로부터 기준 카메라 행렬(canonic 

camera matrices)들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0|[IP = , ]'|]'[[' eFeP ×=            (4) 

여기서, 'e 는 0' =Fe T 를 만족하는 F 의 left 

null space 이다.  

따라서 F 를 구하고 나면 'P 이 계산된다. 

 

3.4 절대 이차 원추곡면 추정  
(dual absolute quadric estimation) 
자동 교정은 이 절대 이차 원추곡면[2][3][4]이 영상에 

어떻게 사영 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4] 

영상간에 불변하는 가상의 절대 이차 원추곡면을 유

클리드 좌표계에 설정하고, 

)0,1,1,1(* diag=Ω                      (5) 

절대 이차 원추곡면의 사영이 4x4 rank3 의 대칭 준양

한정(symmetric positive semi-definite matrix)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원래 영상의 유사변환(similarity transformation)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메트릭 재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영상 안의 절대 이차 곡면의 사영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2][3] 
TPP *~* Ωω                       (6) 

이 영상 안의 절대 이차 곡면사영 ω 과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TKK~*ω    (7)[1][2] 

(6)으로부터 다음 식을 통하여 절대 이차 원추곡면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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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 는 scale factor) 본 계산에서는 ν 를 1 로 하였다. 

 

3.5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계산  
*Ω 로부터 (7)의 성질을 이용하여 카메라 내부 파라

미터 K 를 계산할 수 있다. 

 

3.6 사영변환행렬 H 계산 

사영 재구성의 왜곡을 제거하여 메트릭 재구성으로변

환하여줄 







=

−

1
01

Ta
K

H PM [3]를 계산한다. 

3.7 메트릭 재구성(metric reconstruction) 

PMH 을 사영 재구성한 3 차원 점들에 적용하여 사영 

재구성을 메트릭 재구성으로 개량한다. 

 

IV. 실험 및 결론 

 

그림 2. 실험 영상에서 추출한 일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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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교정문양에 인위적인 좌표(world coordinate)를 

설정하고,투시사영행렬(Perspective projection matrix)

를 구하여 설정한 일치점들을 3차원 재구성하였다. 

 

그림 3. 투시사영행렬을 통하여 재구성된 영상 

이번엔 영상의 일치점만으로 기본행렬을 계산하여 그로

부터 사영 재구성을 수행하였다. 

 

그림 4. 사영 재구성된 영상 

그림 4와 같이 사영 왜곡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메트릭 재구성된 영상 

사영변환행렬 PMH 를 구하여 사영 왜곡을 제거하고 

메트릭 재구성을 하였다. 

DAQ (절대 이차 원추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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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 일치점만을 사용하는 자동교정을 사용하

여 그림 4 의 사영 재구성된 영상을 그림 5 와 같
이 유클리드 재구성된 그림 3 에 유사변환(simiarity 
transform)된 형태의 메트릭 재구성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교정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동교정 방
법으로 영상의 왜곡을 제거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더욱 많은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차
후의 과제로는 실험영상이 아닌 응용분야의 영상

의 노이즈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영상시

퀀스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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