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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로 받아들인 입력 영상의 3차원 공간 내에서 벽면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벽면이 구분된 영상은 벽면에 프로젝터를 투사하는 등의 3차원 공간 활용에 용이하다. 입력 영상에서의 좌표 점을 이용하여 

법선 벡터를 검출하고, 법선 벡터를 통해 평면을 분리한다. 분리된 평면들을 실내 환경에서 알 수 있는 도메인 지식들에 기반 

하여 벽면으로 구분 된다. 

키워드: 법선벡터(normal vector), 랜삭(ransac), 평면(plane)

I. 서 론

3차원 깊이 영상에서 배경을 분리해내는 것은 이미 비전 분야

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기존의 배경 분리 방법은 전

경과 배경을 분리한 뒤에 전경을 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실내 영상에서의 벽면만을 분리해 배경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벽면과 같은 실내 환경은 일반적으로 평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면 검출을 이용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평면 검출 방법으로는 

Hough transform[1], RANSAC[2]등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선 벡터를 이용한 평면 검출 방법과 검출 된 평면

으로부터 벽면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검출 된 평면으로부

터의 벽면 검출은 도메인지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1] 시스템 흐름도

본론의 1.2절에서는 3차원 좌표 점을 이용한 법선 벡터 검출 방

법에 대해 정리하고, 1.3절에서는 검출 된 벡터들을 레이블링 하

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레이블링 된 데이터들을 그룹화하고 그

룹으로부터 평면을 검출하는 과정은 1.4절과 1.5절에서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벽면을 검출하는 과정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내 환경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1.1절에서 설명 되었다. 

II. 본 론

1. 법선 벡터를 이용한 벽면 검출

1.1 실내 환경에서의 조건

입력 영상에서 벽면은 [그림 2]에 색칠된 부분처럼 1면에서 3면

까지 검출이 가능하다. 영상에서 찾을 수 있는 깊이 값이 가장 큰 

곳은 벽면임을 알 수 있다. 벽면과 벽면 사이는 90°의 각도로 이루

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90°를 만족하는 평면을 검출한다.

[그림 2] 실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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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 환경을 기반으로 하

여 이루어진다. 검출되는 벽면은 중앙벽면을 기준으로 1면에서 왼

쪽 벽면과 오른쪽 벽면 총 3면까지 검출이 가능하며 모든 벽면은 

곡면이 아닌 평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깊이 영상이기 때문

에 카메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즉 깊이 값이 가장 큰 부분

이 기준 벽면이 된다. 벽면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인접해 있는 

실내 환경 이며 서로 인접해 있는 벽면들 간의 각도는 90°로 이루

어져 있어야 한다. 

1.2 법선 벡터의 검출

3차원 공간상에서 법선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 깊이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깊이 영상의 좌표 점들을 이용하면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하나의 3차원 좌표 점을 기준으로 주위 

좌표 점들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림 3] 3차원 영상에서의 좌표 점과 벡터

[그림 3]의 점  를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위치한 점 4개를 이

용하여 두개의 벡터 
   를 수식 (1)과 같이 계산한 뒤, 두 

벡터를 외적 하여 법선벡터  를 검출한다.

              (1)

두 벡터의 외적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2)

  ×   
  

  

  

  ×  

 

                (3)

단,         

검출 된 법선 벡터는 [그림 4]와 같다.

(a)위에서 내려다 본 영상          (b)정면에서 바라본 영상

[그림 4] 법선 벡터 검출 영상

 

1.3 법선 벡터를 이용한 레이블링과 그룹화

1.2의 과정에서 구해진 법선 벡터를 레이블링 하기 위해 

Grassfire 알고리즘[3]을 이용한다. Grassfire 알고리즘은 영상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스캔하며 진행된다. 첫 

번째 지역에 1이라는 레이블을 할당하고 연결된 레이블을 탐색하

다 더 이상 같은 레이블이 없을 경우 다음 지역에 2라는 레이블을 

할당하고 다시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탐색 

영역은 8방향으로 하고 레이블링 기준은 두 법선벡터 사이의 각도

로 설정하였다. 두 법선벡터 사이의 각도는 내적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두 벡터의 내적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   ×   ×   ×  

   cos 

   (4)

cos    
· 

   (5)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 (5)번 수식에 역함수를 취해주면 다음 수

식으로 나타난다.

  cos 
  
· 

   (6)

레이블링이 종료 된 후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좌표 점들을 각각

의 그룹으로 생성한다. 

1.4 Ransac을 이용한 평면 검출 

1.2에서 레이블링을 통해 생성된 그룹들 중에 잡음이 포함된 그

룹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표 1]과 같이 그룹 내 좌표 점들의 개수

가 많은 순서대로 그룹을 정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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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No. Count

20 38853

6 17083

4009 3460

3810 1083

4253 952

5121 879

1 852

2341 556

2 290

[표 1] 내림차순 정렬된 레이블 그룹

정렬 된 그룹들 내의 좌표 점의 개수들을 차례대로 합해 나가다

가 구해진 합이 전체 영상 좌표 점 개수의 80% 이상이 되는 지점

에서 멈춤 조건을 주고, 멈춤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그룹들만을 이

용하여 평면을 검출한다. 평면은 Ransac plane fitting[1]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의 영상 사이즈는 

320*240으로 [표 1]에서의 6번째 그룹까지 검출하게 된다. 결과

는 [그림 5]과 같다.

(a) 원본 정면 영상

(b) 평면 검출 정면 영상          (c) 평면 검출 측면 영상

[그림 5] 잡음 제거 영상 

 

1.5 검출 된 평면으로부터 벽면 분리

검출된 평면들은 각 평면의 최고 깊이와 크기, 법선벡터, 평균 

깊이, 좌 상단 좌표정보를 가지고 있다. 본론의 1.1절에 나오듯이 

카메라로부터 가장 먼 곳은 벽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평면들의 

최고 깊이 값들을 비교하여 가장 큰 깊이 값을 가진 평면의 좌 상

단 좌표가 영상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단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깊이 값을 가진 평면을 탐색

하며 적합하다면 평면의 크기가 전체 영상 크기의 30% 이상인지 

확인하고 맞을 경우 기준 벽면으로 인식한다. 검출된 벽면을 기준

으로 수직인 평면들을 검색하여 선택된 평면들 중에 평면의 평균 

깊이 값이 가장 크며 좌 상단 좌표가 영상의 상단에 위치하는 평

면을 인접한 벽면으로 인식한다. [그림 6]과 같이 두 평면  

가 이루는 각도 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림 6] 평면이 이루는 각도 

 의 법선 벡터가 1.2절의 (2)번 수식과 같이 표현 될 때, 

평면  가 이루는 각도 의 크기는 1.3절의 (5)번 수식과 

같이 구해진다.

III. 결 론

1.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결과 확인을 위해 장애물이 없는 일

반 벽면과, 장애물을 포함한 벽면에 아래 [그림 7]과 같이 적용시

켜보았다. 
  

(a) (b)

(c) (d)

(e) (f)

(a) 원본 정면     (b) 벽면 검출 정면

(c) 벽면 검출 측면 (d) 장애물 포함 원본 정면 

(e) 장애물 포함 벽면 검출 정면 

(f) 장애물 포함 벽면 검출 측면 

[그림 7] 벽면 검출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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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b),(c)에서와 같이 벽면으로만 이루어진 환경에서 

두 벽면을 깔끔하게 검출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e),(f)에서와 

같이 장애물을 포함함 영상 또한 두 벽면만을 찾아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 결론

본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로 받아들인 3차원 깊이 영상을 이

용하여 검출된 평면들을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벽면만을 검출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검출된 벽면은 벽면의 위

치를 찾아내어 프로젝터를 투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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