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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gree of correspondences among corners
found in building facade imagery when the projective transformation parameters are applied to.
Additionally, an appropriate corner detection operator is determined through experiments. Modeling of
the shape of a building has been studied in numerous approaches using various type of data such as aerial
imagery, aerial lidar scanner imagery, terrestrial imagery, and terrestrial lidar imagery. This study compared
the Harris operator with FAST operator and found that the Harris operator is superior in extracting major
corner points. After extracting corners using the Harris operator and assessing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among corners in difference images, real corresponding corners were found to be located in the closest
distance. The experiment of the projective transformation with varying corners shows that more corner
control points with a good distribution enhances the accuracy of the correspon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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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사영변환행렬을 적용한 경우 건물벽면 영상 간 코너점의 대응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부가적으로 코너점을 찾기 위한 적절한 연산자를 실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건물형상에 대한 모델

링은 항공사진, 항공라이다영상, 지상사진, 지상라이다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많은 기법들이 연구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간 정합을 위하여 필요한 코너점 검출방법으로 Harris 연산자와 FAST 연산

자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Harris 연산자가 건물벽면에서 코너점 추출에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 Harris 연산자로 코너점 검출 후, 사영변환행렬을 통하여 코너점 들의 대응정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의 경우 최소거리에 실제 대응점들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영변환행렬의 성능을 기준점 수와 분포

를 고려하여 대응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점이 많고 골고루 분포한 경우에 더욱 정확한 대응

관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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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은 인간생활의 주요 공간으로서, 정확한 위치와

형상에 대한 정보는 재난관리, 관광, 도시계획 등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센서로부터 취득된 자료로 부터 건물의 위치와 형상을

모델링하고 추출하기 위한 연구가 사진측량과 컴퓨터

비젼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는 사용하는 자료형태에 따라, 항공사진을

이용한연구(Roux and McKeown, 1994; Collins et al.1995;

Willuhn and Ade, 1996; Fischer et al., 1998; Henricsson,

1998; Baillard et al., 1999), 항공라이다자료를 이용한 연

구(Rottensteiner, 2003; Sampath and Shan, 2007; Dorninger

and Pfeifer, 2008; Seo and Kim, 2009; Kim and Shan, 2011;

Seo et al., 2014), 지상사진을이용한연구(Dick et al., 2004;

Zhu et al., 2010; Yang et al., 2013), 그리고 지상라이다자

료를 이용한 연구(Boulaassal et al., 2009; Landes et al.,

2012)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항공사진을이용하는경우는주로입체영상으로

부터 경계선이나 코너점을 추출하고 매칭을 수행하면서

3차원의선, 점개체를생성시킨후이들을점진적으로조

합하여건물의지붕모델을완성하게된다. 항공라이다를

이용한경우는주로먼저지형고도모델을추출하여건물

영역을감지한후, 각건물영역에서 3차원평면패치를추

출하고, 이들을조합하여건물의외곽선과내부경계선을

결정한후지붕모델을완성하게된다. 지상사진을이용한

연구에서는주로동일대상물에대하여여러장의사진을

촬영하여이들에대해카메라의위치와자세를표정한후,

사진내상호간매칭을실시하여건물벽면의표면모델을

구체화하고 모델링한다. 지상라이다자료를 이용한 경우

는 항공라이다를 사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먼저 3차원 평

면패치를찾고건물벽면의일반적인형태에기반하여구

체적인모델링을하게된다.

지상라이다는 신속하게 건물 벽면에 대한 자료를 취

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장비의 가격이 고가

이어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고, 취득한 자료도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자료이어서 처리속도가 다소 느

린 편이다.

코너점은 영상내에 좌표가 명확한 점으로서 영상자

동매칭, 3차원 모델 구성 등에 많이 활용되는 이유로, 코

너점의 추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코너점 추

출을 위한 거의 최초의 연구로서 , Moravec 연산자

(Moravec, 1980)은 인접한 패치간의 유사성을 산출하여

가장 작은 유사성 값이 최대인 점을 코너로 감지한다.

Harris 연산자(Harris and Stephens, 1988)은Moravec 연산

자를 개선하여, 영상의 그래디언트로부터 직접 유사성

을 계산하여 코너점을 감지한다 . Foerstner 연산자

(Foerstner and Guelch, 1987)는 주어진 윈도우 내에 있는

모든 선형요소들의 접선으로부터 최소제곱법 해를 구하

여 코너점을 감지한다 . Lowe(2004)는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연산자는 Difference of Gaussian

(DOG)을 계산하여 코너점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

다. FAST 연산자(Rosten and Drummond, 2006)는일정거

리에 위치한 주위 픽셀과의 밝기값 차이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을 경우 코너로 감지한다.

지상사진으로부터 벽면 형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건

물에있는점, 선, 또는면영역등기초가되는형상들을먼

저추출하고이들을정합하여3차원의객체를생성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 벽면에 대한 자료 취득

이간편하고상대적으로신속하게처리가능한자료원으

로지상사진자료를선택하였다. 본연구는이러한전체과

정의 초기 단계로서 기초 형상 중 벽면 내에 있는 코너점

을 적절한 방법으로 추출하여, 여러 영상 간에 걸쳐 사영

변환행렬을통한이들의기하학적대응관계가어느정도

성립되는지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후 이루어지는 벽면의

모델링과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본 논문의 제2절에서는 연구의 주요 처리과정를 기술하

고, 제3절에서는실험자료및분석결과를기술하며, 그리

고제4절에서는결론으로매듭지었다.

2. 연구 배경 및 방법

1) Harris 연산자

Harris and Stephen(1988)은 코너를 검출하기 위하여 1

차미분한 그래디언트에 기반한 코너의 강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먼저 영상내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줄

이기 위하여 스무딩을 한다. 그리고 각 행과 열 방향으로

차분하여 각각 행방향과 열방향의 그래디언트값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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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에서 계산한다. 계산된 그래디언트 값들로부터 이

차항을 계산하고 노이즈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한번 더

가우시안 스무딩 연산을 수행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영

상내 모든 픽셀에서 적용하여 각 픽셀에서 다음 행렬을

구성한다.

            A (x, y) = ( )               (1)

각픽셀에서코너의반응강도를다음과같이산출한다.

R(x, y) = det(A) _ κ·trace(A)                                      
(2)= ( )2( )2 _ [( )( )]2 _ κ·[( )2+ ( )2]2

각 픽셀에서 반응강도 R값을 위 식과 같이 계산한 후,

일정한 문턱치 t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위 픽셀들의 강

도와 비교하여 크면 최종적으로 코너로 기록된다.

2) FAST 연산자

FAST 연산자는 실시간으로 영상처리를 요구되는 분

야에서 실시간 처리에 부합하는 높은 신속성을 위하여

Rosten and Drummond(2006)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각 픽셀의 화소값과 픽셀위치에서 3픽셀 이

상 4픽셀 미만의 거리에 있는 16개의 주위 픽셀들의 화

소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화소값 차이가 주어진 일정

량의 문턱치(t) 이상 또는 이하로 일관성 있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현재 픽셀이 코너 픽셀인지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

3) 사영변환행렬

임의의 한 평면과 다른 평면 내 대응하는 점들 간의

주어진 대응관계 즉 xi↔x′i로부터 사영변환행렬H를 계

산하는 단순 선형 알고리즘은 Hartley and Zisserman

(2003)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안되었다. 먼저 대응하는

점간의 변환은 아래식과 같이 표현된다.

                                   x′i = Hxi                                     (3)

여기서H는 3 × 3 행렬이고, xi과 x′i는 각 평면상 i-번째

대응하는 점들로서 균질좌표(homogeneous coordinates)

인 3-벡터로 표현된다. 여기서 두 대응하는 점 벡터간의

관계는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는 성질로부터 두 벡터간

외적(cross product)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x′i × Hxi = 0                                 (4)

여기서 x′i = (x′i, y′i, w′i)T로 놓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 ]( ) = Aih = 0             (5)

여기서 는 9-벡터로서, 사영변환행렬 H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h1 = [ ], h2 = [ ], h3 =[ ], H = [ ]          (6)

또한, Ai행렬은 3×9 행렬로서 계수 행렬이며 3개의 행

을 갖고 있지만, 행간 의존성이 있어 단지 두개의 독립된

행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점간 대응관계로부터

2개의 독립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H행렬의 미지수

는 9개이지만, 하나는 축척계수로 사용됨으로 총 8개의

미지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H행렬의 원소인 미지수를

구하려면 최소 4개의 대응관계가 필요하다. 사영변환행

렬을 구하기 위하여 4개 이상의 관측된 대응관계가 존

재할 경우 ‖Ah‖를 최소화하는 h를 구하는데 이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을 다음과 같이 활용

한다.

                                 A = UDVT                                  (7)

위식으로부터최적해h는행렬V의마지막열벡터가된다.

3. 실험 방법

실험을위하여DSLR카메라인Nikon D300S 바디에AF

NIKKOR 14mm 렌즈를장착하여촬영하였다(Table 1). 촬

영대상은경북대학교공대2호관건물의전면부로약 6미

터의간격을두고좌측과우측에서가능한동일한건물외

벽 영역이 포함되도록 촬영하였다(Fig. 1). 각각의 촬영된

원영상의크기는2848×4288×3로칼라영상이다.

다음단계로촬영된영상의기하학적정확성을확보하

( )2 ( ) ( )
( ) ( ) ( )2

a

∂I
∂x

∂I
∂x

∂I
∂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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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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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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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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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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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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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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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0T

w′ixi
T

_ y′ixi
T

_ w′ix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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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i
T

y′ixi
T

_ x′ix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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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카메라 렌즈 왜곡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였다.

렌즈의왜곡파라미터를구하기위하여Fig. 2와같이보정

쉬트를 4곳에서카메라를정방향, 좌측회전, 우측회전방

향으로향하게하여각위치에서 3장씩촬영하여총 12장

의사진을확보하였다. 보정쉬트영상을 PhotoModeler 소

프트웨어에 입력하여 렌즈 파라미터를 구하였다(EOS,

2009). 12장의사진영상에서모두4개의Control Point를감

지하여성공적으로파라미터를구할수있었다. Table 2는

계산결과로획득된파라미터들을보여준다.

다음으로 PhotoModeler를 이용하여 원영상내에 왜곡

을 카메라의 렌즈 파라미터를 통하여 보정을 수행하였

다. 보정된 영상은 Fig.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원영상

의 외곽선이 곡선 모양으로 굴곡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hotoModeler에서 보정된 결과 영상의 크기도

2848×4288×3로 원영상과 같은 크기로 유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주요 알고리즘은Matlab 버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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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mera calibration result
Value Deviation

Focal Length 14.709163 mm 7.8e_004 mm
Xp - principal point x 12.203493 mm 4.6e_004 mm
Yp - principal point y 8.230169 mm 4.8e_004 mm
Fw - format width 24.001857 mm 2.0e_004 mm
Fh - format height 15.940299 mm N/A

K1 - radial distortion 1 4.070e_004 4.9e-007
K2 - radial distortion 2 _9.775e_007 1.6e-009
K3 - radial distortion 3 0.000e+000 N/A

P1 - decentering distortion 1 _1.827e_005 6.3e_007
P2 - decentering distortion 2 2.490e_006 6.1e_007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camera and lens used in this study
Specification

Camera model D300S
Effective pixels 12.3 million
Image sensor CMOS sensor 23.6 × 15.8 mm

Image size (pixels) 2,848 × 4,288
Lens model AF Nikkor 14mm f/2.8D ED
Focal length 14 mm

Maximum aperture f/2.8
Minimum aperture 22

Fig. 2. A photograph example for camera calibration.

Fig. 1. (a) Left and (b) right photographs of a building facade used in this study.
(a) (b)



에서 수행되었다. Matlab 구동시 사용 가능한 메모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영상의 크기를 가로와 세로방향 모두

4분의 1로줄여 712×1072로변환하고Blue 밴드만을활

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코너점을 검출하기 위하여, Harris 연산자와 FAST 연

산자를적용하여검출을아래와같이시도하였다. Harris

연산자를 이용한 코너점 검출을 위하여 반응강도 R을

계산 시 κ는 0.04로 하였고, 반응강도의 문턱치 t는 1000

으로 하였다. 결과로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좌측영상

에서 총691개, 그리고 우측영상에서 총757개의 코너점

이 검출되었다. 다음으로 FAST연산자 적용을 위하여 중

앙픽셀과 주위 픽셀의 상대적인 차이의 기준 문턱치를

30으로 하여 총2395개의 코너점이 검출되었다(Fig. 5).

Fig. 4b와 Fig. 5를 비교하면, FAST 연산자의 적용한 경우

나무 영역들에서 코너점들이 과다 검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Harris 연산자에서는 감지 되었던 주요

코너점들의 상당수가 FAST연산자에서는 감지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력영상으로

부터 코너점 추출시에는 Harris 연산자가 FAST 연산자

보다 코너점검출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

고 이후 기술되는 후속되는 연구과정에서Harris 연산자

로부터 얻어진 검출결과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너점들의 대응정확도를 각각 좌측

영상과 우측영상에서 검출된 코너점들을 반대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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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ndistorted (a) left (b) right images used in this study.
(a) (b)

Fig. 5. Corners detected in the right image using the FAST
operator.

Fig. 4. Corners detected in (a) the left and (b) the right images using the Harris operator.
(a) (b)



에 투영하여 대응되는 코너점들의 거리를 관찰하여 파

악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수의 코너점들을 선정하여 사

영변환행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응점

을 찾기 위하여 좌측영상으로부터 우측영상에 투영된

각 코너점을 중심으로 15×15크기의 커널내에 매칭되

는 점들을 찾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을 선정하였

다. 그리고 추출된 대응점 결과를 육안 분석을 통해 대응

점간의 매칭거리가 3픽셀이내이면 유효한 대응으로 그

러나 3픽셀보다 크면 무효한 대응으로 구별하고, 최종

적으로 유효한 대응점들만을 이용하여 대응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4개의 코너점

세트와 두 번째 10개의 코너점 세트를 기준점으로 선정

하여 사영변환행렬을 구하여 코너점 개수와 분포가 기

하학적 대응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6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Harris 연산자를 통해 검

출된 코너점들 중에서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첫 번째

4개의 대응점 세트와 두 번째 10개의 대응점 세트를 이

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사영변환행렬을 추정하

였다. 첫 번째 경우에는 SVD를 통하여 바로 사영변환행

렬의 값들을 추정하였고, 두 번째 경우에는 SVD로부터

추정된 값을 초기값으로 하여 파라미터를 가진 조건방

정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Table 3은 추정된 각각의 사

영변환행렬의 요소를 보여준다. 그리고 Table 4에서는

대응점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해당 점들의 개수와

최종 대응거리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첫 번째 경우 즉 4

개의 코너점 대응관계는 사영변환행렬을 구하기 위한

최소 개수의 대응관계로 Fig. 7a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각 기준점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기준점을 잇는 가상의 선 주위에서는 대응점간

의 거리가 작지만, 그 외 점들에서는 대응거리가 상대적

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응점간의 변위

방향이 상대적으로 수평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사영변환행렬 추정시

사용된 4개의 기준점만으로는 전체적인 변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두 번째 경우 즉 10개의 코너점 대응관계에

서는 기준점으로서 영상내 코너점이 전반적으로 상대

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10개의 코너점을 활용하였다.

이로부터 총 20개의 조건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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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jective transformation matrix, H computed from
corners

H from 4 corners H from 10 corners
h1 0.6153 0.6360
h2 0.0164 0.0077
h3 37.8691 39.3078
h4 -0.2049 -0.2007
h5 0.8308 0.8490
h6 96.0042 93.5648
h7 -0.0004 -0.0004
h8 0.0001 0.0001
h9 1.0000 1.0000

Fig. 6. (a) Corners detected in the left image(red circle) and projected corners from the right to the left image(green cross), and (b)
Corners detected in the right image(red circle) and projected corners from the left to the right image(green cross) using a
projective transformation matrix driven with 4 corners as control points shown in Fig. 6.

(a) (b)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때문에 12개의 잉여방정식을 얻

어 Fig. 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영상내 대응

점간의 변위를 전반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었다.

두 경우에 발생되는 대응점간의 변위량을 측정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을 통하여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 즉 영상내 기준점을 더 많이 골고루 분포

시킨 경우에 대응점간의 변위가 적게 발생됨을 알 수 있

다. 구체적으로 대응점간 변위의 평균거리가 첫 번째 경

우에는 3.46 픽셀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2.36 픽셀로

나타났다(Table 4). 이러한 값은Harris 코너검출자의 위

치정확도가 3픽셀이내인 것으로 감안할 때 합리적인 값

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선정한 기준점들이 완벽하게

3차원의 한 평면 상에 위치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인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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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tching results between the corner points in the left and right images. (a) shows results using 4 corners and (b) results using
10 corners. Yellow circles are the corner points used as control points. Blue x marks represent points with no match, green
triangles matched points but incorrect, and red circles correctly matched points. Matching distances and direction at correctly
matched points are represented by red lines with 10 time exaggeration.

(a) (b)

Fig. 8. Matching distance histograms. (a) is for 4 control point case, and (b) for 10 control points.
(a) (b)

Table 4.  Matching results between corners in the left and right images
4 corner case 10 corner case

Total no. corners 691 691
Total no. matched corners 426 427

No. correctly matched corners 267 273
No. incorrectly matched corners 159 154

Mean distance of correctly matched corners 3.46 (pixels) 2.36 (pixels)



하지만, 전반적으로 4개의 기준점을 사용한 경우와

10개의 기준점을 사용한 경우 모두, 가장 가까운 점이

60% 이상 실제로 대응하는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영상정합시 한 영상의 코너점과 다른 영상으로부터

투영된 코너점 중 서로 가장 가깝게 있는 점을 대응하는

점으로 가정하고, 보다 세밀한 정합위치를 찾는데 활용

한다면 정확한 대응관계구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건물벽면영상 간 코너점의 대응관

계 구성을 위하여 사영변환행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코너점 검출 연산자로

Harris 연산자와 FAST를 비교한 결과 건물 앞에 나무가

있고 벽면에 격자선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에서는Harris

연산자가 주요 특징점을 검출하느데 있어 더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 결과Harris 연산자는 동일 코

너점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두 개의 영상에 모두 검출

되는 높은 반복성을 보여 주었고, 육안 분석시 많은 경우

3픽셀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사영변환행렬의파라미터를추정함에있어서

기준점의 개수와 분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적절한 기준점의 개수와 분포로 추정된 사영변환

행렬은영상간대응점을찾는데있어서평균적으로 2.36

픽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영변환행렬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변환은

대상표면이 3차원상에서완전평면이라는가정에서유

효한 것으로, 만약 건물벽면이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난

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메모리 한계로 인하여 원영상을 축

소시켜서 실행하여 얻은 실험결과로서 원영상을 바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향후 건물벽면영상

으로부터 후속되는 정합과정을 자동화하고 3차원 벽면

모델을 생성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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