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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입체 상을 생성하기 한 방법  깊이지도(depth-map)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깊이지도를 생성하

기 해서는 스테 오 시스템(stereo system)을 통한 두 의 카메라 정보를 통하여 근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으로, 시스템 구 , 연산량, 계산 오차 등의 이유로 상당히 제약사항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시스템에서의 단일 카메라를 사용하여 상 인식  부가정보를 통한 거리정보 생성에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
 : 가천 학교 IT 학 교수 (교신 자)

☆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2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 R2012030006] 

1. 서론

  2차원 상으로부터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컴

퓨터 비  분야의 요한 문제들  하나이다. 이와 련

된 연구들은 주로 양안부등(binocular disparity)에 근거한 

스테 오 비  기술이며[1], 두  이상의 다시  카메라 

시스템에서의 두 상간 특징 정보  카메라 라미터를 

통하여 깊이 정보를 측한다. 이러한 스테 오 시스템을 

통한 방법은 연산량과 오차발생 등의 문제로 정확한 거리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깊이지도

를 생성하기 한 처리 단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SURF(Speed-Up Robust Features)알고리즘[2]을 통한 

상의 특징  검출  매칭을 수행하 으며, 타겟 오 젝

트의 실체 높이 정보를 통하여 카메라와의 거리측정을 수

행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보다 정확한 거리 측정 시스템

을 제안한다. 

2. 제안하는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상 인식  상

분석을 통하여 DB로부터의 부가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

한 타겟 오 젝트로 부터의 거리 측정을 수행한다. 제안하

는 시스템의 체 인 시스템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시스템 구조도

2.1 상인식

  거리 값을 계산하기 에 상 객체에 한 인식을 수

행하여야 한다. 기존 상의 특징을 검출하는 표 인 방

법으로는 SIFT(Scale-Invariant Feature)[3]와 SURF[2]가 

있다. SIFT는 특징 추출에 해서 보다 정확한 검출율을 

보장하지만 연산량이 많다는 단 이 있다. SURF는 SIFT

의 연산량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합한 연산 속도를 얻기 하여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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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 한 특징  검출을 수행하기 하여 지역  

SURF를 수행하 다. 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지역  SURF를 통한 특징 검출 

  (a)는 입력 상을 의미하며 상 체 역을 심으로 

타겟 오 젝트의 양끝 역에 한 특징 검출을 수행한 

것을 나타낸다. (b)는 SURF알고리즘을 나타내며 식 (1)과 

같이 헤이시안 행렬식에 기반을 둔 특징  검출을 수행한

다. 이는 스 일에 불변하는 특징을 얻기 하여 분 

상을 사용한 사각 필터의 크기를 변화시킨 컨벌루션을 수

행하며, 회 에 불변하는 특성을 구하기 하여 검출된 특

징 들의 방향에 한 정규화를 수행한다[4][5]. 

 



 


   

   


  한 기존의 SURF로 검출한 특징 에 하여 코 값에 

한 가 치를 용함으로써 타겟 오 젝트의 외곽에 

한 특징 만 추출해 낸다. 외각에 한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해리스코  검출기[6]를 사용한다. 

해리스코  검출기는 코 의 경우 모든 방향으로 도우

를 움직일 경우 intensity의 변화가 크다는 가정을 제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율을 찰하기 해 다음 식 (2)

와 같이 나타낸다.

 

 


    

 (c)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입력 상에 한 특징 검출 

결과이다. 

2.3 부가정보 획득

  타겟 오 젝트에 한 특징  검출 후에 DB에 있는 부

가정보와 비교, 검색을 수행한다. 부가정보 구성은 <표 1>

과 같이 나타낸다. 

<표 1>부가정보 테이블

  (표 1)은 제안하는 시스템 부가정보 DB이다. 모바

일 기기의 GPS정보와 비교하기 한 타겟 오 젝트

의 GPS정보, 타겟 오 젝트의 이미지, 실측된 좌, 

우 높이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 

2.4 거리측정

  부가정보를 통하여 모바일 시스템에서 촬 하고 

있는 타겟 오 젝트에 한 정보를 비교한 후, 마지

막으로 거리정보를 구성한다. 

  일반 으로 카메라는 즈에 따라 고유의 거

리(focal length)를 가지고 있다[7]. 카메라를 이용하

여 물체의 상을 얻을 경우 (그림 3)과 같이 즈 

공식 (식 2)를 표 할 수 있다.  
  

(그림 3)삼각기법을 통한 거리 측정

는 거리를 의미하며, 는 모바일 기기 뷰포인트 상

의 타겟 오 젝트의 높이, 는 타겟 오 젝트의 실재 높

이를 나타낸다. 는 모바일 기기와 타겟 오 젝트의 실

제 거리이다. 에서 언 한 속성들은 (식 2)에서 삼각 기

법으로 표  가능하며, 부가정보를 사용하여 실제 타겟 오

젝트와의 거리를 산출해 낼 수 있다. 



 

 




3.결과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하여 어

리 이션을 제작하 으며, 갤럭시3로 촬 한 상에 

하여 결과를 확인하 다. 어 리 이션은 (그림 4)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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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거리측정 수행과정

  (a)는 카메라로 촬 한 상을 나타내며 (b)는 타겟 오

젝트의 좌측 꼭짓  인식, (c)는 타겟 오 젝트의 두 개

의 꼭짓  인식을 통한 좌측변 생성, (d)는 좌 ᠊ 우측 변에 

한 인식을 보여 다. 이 게 타겟 오 젝트에 한 좌 ᠊ 
우측 양변에 해당하는 치정보와 부가정보를 비교하여 

실제 거리값을 산출해 낸다. <표 2>는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통하여 수행된 결과 데이터를 나타낸다. 

<표 2>거리측정 수행 결과

  결과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을 때, 실제 측정 장치를 통

한 거리 측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거리를 

측정하 을 때, 거의 오차 없이 거리측정을 성공 으로 수

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촬  시, 조명의 향, 잡음의 향에 의하여 

상에 한 인식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으며, 타겟 오 젝트에 한 양변 추출 시, 사용자 입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하여 타겟 오 젝트

의 인식, 주변 환경에 강건한 모델 연구에 한 고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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