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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한 장의 이미지로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정

한 거리 차이를 가지는 이  평면 거울을 물체와 카메라 사이에 45도 각도로 치 시킨 후 이미지를 

얻게 되면 동일한 물체에 해서 일정한 거리 차이가 나는 두 장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 효과를 가진

다. 이 정보의 차이를 삼각측량법에 용시키면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한 

장의 이미지로 거리를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하드웨어로 구  하 다.

1. 서론

  컴퓨터 비 에서 이미지의 거리 정보를 구하기 해 많

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1]. 일반 으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카메라의 모

델링을 이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기하학 인 방법

이다. 카메라의 모델링을 이용하는 표 인 방법으로 

DFF(depth from focus)와 DFD(depth from defocus)가 있

다 [2,3]. 기하학 인 방법으로는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두 장의 이미지를 얻은 후 두 이미지의 차이를 이용해 거

리를 구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 [4,5]. 

본 논문은 기하학  근 방법에 있어서 최소 두 장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단 을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거리 

정보를 알아내기 한 방법을 제안 한다. 이  평면 거울

을 카메라와 물체 사이에 45도 각도로 치 시키면 카메

라는 동일한 물체에 해 일정한 거리 차이가 나는 두 장

의 이미지를 한 번에 얻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미지 상

에서 두 장의 거울에 비치는 물체의 픽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거울과 물체 사이에 삼각 측량법을 

통한 거리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거리 추정을 한 모델링

과 계산 방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도출하

고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4장은 제안된 방법을 통한 실시

간 처리 하드웨어 설계를 소개한다. 5장은 결론을 담고 있

다.

           

2. 거리 추정을 한 모델링

2.1 모델링

그림1 은 체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며 m1과 m2는 

각각 일정한 간격을 두고 후면에 치한 거울이며, 가로 

길이는 같고 세로 길이는 m1 는 m2의 반이다. 거울의 크

기는 카메라와 거울의 거리를 감안해서 카메라 상의 

체가 거울에 45도 반사된 상이 되도록 충분히 커야한다.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각도 θ0 는 90도, 물체와 거울 사이

의 각도 θ1 과 카메라와 거울 사이의 각도 θ2 는 45도로 

설정한다.

그림 1. 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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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는 제안한 시스템에 핀홀 모델을 용한 기학  

구조를 에서 나타낸 것으로, O1  O2는 각각 카메라와 

물체의 심축이며, △d는 O2 축 상에서 두 거울간의 거

리를 나타내고, p는 각 거울로부터 △d/2  지 에 치한 

O1 축과 O2 축의 교차 이다.  물체 A는 O2에 하여 수

직으로 가정하고, 한 h는 O2 축과 m2 거울면의 교차

에서 물체 A 까지의 거리, f는 카메라의  fp와 이미지 

센서 까지의 거리, dm은  fp 부터 교차  p 까지의 

거리이다. B는 Image Plane이고, u1과 u2는 B상에서 각각 

두 거울에 비치는 물체 A의 픽셀 개수이다.  

그림 2. 에서 본 체 구조 

그림 2 에 삼각측량법을 용하면 다음 식을 구할 수 

있다. 

         





                             (1) 

         


∆


                        (2)

          
∆×

                         (3)  

                  

식(1)과 식(2)에서 u1, u2는 이미지 센서 상에서 픽셀 개

수와 실제 1픽셀 사이즈와의 곱으로 나타내야 하지만 두 

식에 의해 식(3)을 유추하면 거리 h는 실제 픽셀 사이즈

와는 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 유효거리는 Δd 

에 비례하고 (u2-u1)에 반비례한다. 

dm은 실제 카메라 보정(calibration) 과정을 통하여 구

한다. 보정과정은 카메라의 해상도를 고려할 때 최 한 가

까운 거리의 구간을 정하여 실제 측정한 거리와 계산한 

거리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한다.  

                                        (4)

여기서   는 카메라와 거울 사이의 거리,   는 보정과

정을 통하여 구하는 값이다.

2.2 에지 개수 추출

이미지 평면에서 u1  u2를 구하기 해서 일반 인 

스테 오 상 매칭과 같은 복잡한 처리과정을 사용할 수

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간단한 

매칭방법을 제안한다. 먼  u1  u2를 구하기 해 에지

를 추출한다. 에지 추출에는 Marr-Hildreth 알고리즘을 사

용하 다 [6]. 이미지를 LoG (Laplacian of Gaussian) 처

리 후 식(5)의 조건에 따라 zero crossing point를 찾으면 

정확한 경계를 추출할 수 있다.

 
≤∩ 
∪ ∩≤ 
∪≤∩
∪∩≤  

  (5)

그림 3 은 Marr-Hildreth 알고리즘으로 에지를 추출한 이

미지이다.

그림 3. 에지 이미지 

 에지 추출 후 각각의 탐색 역에서 동일한 N개의 라

인의 수직 에지 에서 u1<u2를 만족하는 두 개의 라인

을 구하여 각각의 라인 사이의 픽셀 개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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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고찰

 실험에서 사용한 카메라는 ×  해상도, △d 는

 4.38cm, 은 10cm, 은 0.26cm이고 물체의 가로 길

이는 24cm이다.

그림 4 는 이미지에서 탐색 역 지정하고 에지 이미지

를 추출 후 탐색 역에서 u1과 u2에 해당하는 라인의 

치를 찾아 해당 부분을 빨간색으로 처리한 이미지이다.

그림 4. 탐색 역 지정  치 탐색 

표1 에서 40cm - 75cm 구간에서는 오차가 1cm내로 비교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었다. 거리를 75cm까지 제한

한 이유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상도의 한계 때문에 오차

가 커지기 때문이다.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리가 멀어

질수록 u1과 u2의 개수가 어들게 되는데 그 게 되면 1

픽셀이 가지는 거리 정보의 간격이 커지게 돼서 정확한 

거리 값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실제거리

(cm)
u1 u2

h

(cm)

오차

(cm)

40 713 781 40.09 0.09

45 651 707 45.09 0.09

50 597 645 49.91 -0.09

55 551 591 54.52 -0.48

60 513 547 60.27 0.27

65 479 509 64.13 -0.87

70 451 477 70.17 0.17

75 423 446 74.76 -0.24

<표 1> 실험 결과

  

그림5 는 표1 의 실험에서 u1의 개수가 1픽셀이 게 나

왔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리에 따른 측정 오차를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5. 거리 변화에 따른 측정 오차

물체 크기가 동일한 경우 거리가 증가 할수록 u1, u2의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1픽셀이 표 하는 거리의 간격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체의 크기를 늘리거나 거울 

사이의 거리를 늘리면 u1과 u2의 차이도 커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리 측정을 할 수 있고, 측정 유효거리도 늘릴 

수 있다.

표2 는 물체 길이를 다르게 했을 때와 해상도를 다르게 

해서 h를 구한 값이다.

해상도 640*480 해상도 1024*768

거리(cm) 100

물체크기

(cm)
24 60 24 60

u1 206 512 329 818

u2 214 534 343 852

h(cm) 107.02 96.16 97.15 99.6

오차(cm) 7.02 -3.84 -2.85 -0.4

<표 2> 비교 실험 결과

표 2 에서 측정 유효 거리를 늘리고 더 정확한 거리를 측

정하기 해서는 거울 간격을 늘리거나 물체의 크기를 늘

리는 방법 이외에도 해상도를 높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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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하드웨어 구

그림 6 은 하드웨어 블록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Xilinx

사의 Virtex4를 사용하여 FPGA로 구  하 다.

그림 6. 하드웨어 블록도 

카메라에서 촬 한 이미지는 먼  메모리에 장되고,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해 RGB 3개의 신호와 데이터가 유

효 할 때 1이 되는 Data_en신호가 함께 들어오게 된다. 

RGB신호는 RGBtoGRAY 모듈을 거처 Gray 상으로 바

게 되고 에지를 추출하기 해 Marr-Hildreth Edge 

Detecter를 거치게 된다. Pixel Counter 모듈에서는 

Data_en신호의 개수를 카운트 해서 재 들어오는 데이터

의 가로라인 치와 세로 라인 치를 출력 한다. Scan 

Line Setting 모듈에서는 각 거울에서의 탐색 역 치를 

메모리에서 읽어 들여서 출력한다. 이때 탐색 역 치는 

소 트웨어를 통해 메모리에 장 한다. Detect Area 모

듈에서는 탐색 역 치와 재 데이터의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의 치를 비교한 후 각각의 탐색 역에서는 1

이고 나머지 역에서는 0인 L1_en신호와 L2_en신호를 

출력한다. Detect Line 모듈에서는 L1_en신호와 L2_en신

호가 1일 때의 에지들을 비교해서 동일한 N개의 라인의 

수직 에지 에서 u1<u2를 만족하는 두 개의 라인을 구

하여 각각의 라인 사이의 픽셀 개수를 구한 후 메모리에 

장하고 해당 라인일 때 L1과 L2 신호는 1을 출력한다.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메모리에 장된 u1, u2를 이용해 

소 트웨어를 통해 계산한다. Data Mergence 모듈에서는 

L1, L2가 1일 때와 탐색 역을 원래의 RGB이미지 에 

다른 색으로 표시한 후 이미지를 디스 이 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  평면 거울을 사용하여 기존의 두 

의 카메라 혹은 두 장의 이미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리 추정을 한 의 카메라와 한 장의 이미지로도 가능

하게 하 고, 이를 통해  실시간 거리 추정이 가능한 시스

템을 구  하 다. 하지만 제시한 모델링에서와 같이 기하

학 인 구조를 만족해야 하고 해상도가 낮거나 물체가 작

을 경우 거리 추정이 어려워진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들을 극복하고 범용 으로 용시키기 해서는 카메

라 해상도의 증가와 모델링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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