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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가의 Depth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하여, 기존의 Color 영상기반 방식보다 쉽고 빠른 3차원 영상 획

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Kinect-Fusion과 같은 기존 방식은 연속한 여러 장의 영상을 높은 Framerate

으로 획득하여야 하며,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인식 카메라와 자이로 센서의 

결합을 통하여, 겹치는 영역이 거의 없는 적은 수의 프레임 영상만으로도 손쉽게 3차원 복원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실제 구현한 자이로-Depth 결합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전하는 카메라의 주변 환경

을 복원하는 실험의 결과를 보인다. 

 

1. 서  론 

 

3차원 복원 기술은 Color 또는 Depth 카메라로부터 

얻은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원 상의 형상 및 칼라 

정보를 복원 하는 기술로서, 3D 프린팅,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3차원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특히 활용영역이 

증가하고 있는 드론 (Drone) 등과 같은 다양한 

로봇에서는 정확한 자신의 위치 추정을 위하여 주변 

3차원 공간을 인식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을 SLAM이라 한다. SFM[1] 이나 Kinect-

Fusion[2]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SFM은 

Color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시점의 이동과 회전 

정보를 바탕으로 2차원 영상에서 3차원 모델을 

복원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카메라의 특정 움직임에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Ego-Motion 문제가 발생한다. 

Microsoft사의 Depth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Kinect-

Fusion 기술은 연속한 여러 장의 Depth 영상을 높은 

Framerate으로 획득하여 정합하는 방식으로 최근 

움직이는 객체에까지 확장 발전되었다 [3].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움직임이 크지 않은 카메라로 겹치는 

구간이 많은 여러 장의 영상을 획득해야 하며,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드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기기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pht 카메라와 자이로/가속도 센서를 

결합하여, Ego-Motion 문제가 없으면서도, 겹치는 

영역이 거의 없는 적은 수의 프레임 영상만으로도 

손쉽게 3차원 복원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제안 알고리즘 

 

그림 1은 제안하는 Depth 카메라와 자이로 센서 결합 

이미징 시스템을 보여준다. 겹치는 영역이 거의 없는 

적은 수의 프레임간 정합을 위하여, 자이로 센서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순간 각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3차원 회전 (Rotation) 정보를 추정한다. 또한 순간 

가속도 정보를 이용하면, 카메라의 이동 (Translation) 

정보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정지한 카메라의 가속도 

정보로부터 중력 가속도의 방향을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회전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정함으로써, 

카메라의 움직임 추정 정확도를 개선한다.    

 

 
그림 1. Depth 카메라-자이로 센서 결합 시스템 및 

3차원 복원 알고리즘 



이와 같이 획득한 카메라의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한 두 시점에서 획득된 겹치는 영역이 거의 없는 

Point Cloud간 정합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3차원 

모델을 복원할 수 있다.  

 

2.1 프레임 Point Cloud 생성 

 

TOF 방식의 Depth 카메라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카메라 센서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값을 제공한다. 

그림 2. (b) 는 평면 형태의 물체를 카메라가 제공하는 

Depth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좌표상에 그대로 표현한 

결과이다. 이는 카메라 영상에서의 Depth값이 3차원 

좌표상의 값이 아니며, 또한 렌즈에 왜곡에 의한 3차원 

정보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3차원 복원을 위해서 Depth 정보를 3차원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Depth 정보는 3차원 좌표계에서 카메라의 Focal 

Point를 중심으로 하는 구의 구면좌표 상의 점으로 

가정한다. 그림 2. (a)와 같이, Depth 영상의 중심 

픽셀을 기준으로 호의 길이 공식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Image 평면 기준의 3차원 좌표계로 

변환을 수행한다. 그림 2.의 (c)와 같이 실제 공간 

형태에 근사하게 변환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a)             (b)             (c) 

그림 2. (a) 좌표변환 (b) 획득한 Depth 정보를 3차원 

공간에 표현 (c) Depth 값의 3차원 좌표 변환 후 표현  

 

  그림 2. (a)에서        와     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 될 수 있다. 

 

(1)  

 

(2)  

 

(3) 

 

  그림 2. (a)는 2 차원인 Depth 영상 좌표계의 중심 

정으로부터 대상 픽셀까지의 거리      와, 변환된 

3 차원 좌표에서의 해당거리     간 관계를 나타낸다.  

 

2.2 카메라 회전(Rotation) 정보 추출 

 

각 프레임별 3차원 Point Cloud 들은 하나의 

시점에서 획득한 정보이다. 즉, 카메라의 시야 (Line of 

Sight)에 관측되는 부분만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의미 

있는 3차원 복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프레임의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통해 획득한 Point Cloud간 

정합을 수행하여 최종 3D 모델을 획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프레임의 Point Cloud 간의 상대적인 위치 및 방향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자이로 센서를 

통해 회전각을 산출하여 카메라의 Rotation 정보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Point Cloud를 정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시간으로 자이로 센서가 제공하는 가속도 

정보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현재 가속도와의 차이 값을 

임계값과 비교한다. 자이로 각속도 데이터의 경우 

절대값을 취하여 임계값과 비교한다. 가속도와 각속도 

6축상 데이터 모두가 임계값 미만인 경우 카메라가 

정지해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통해 중력 벡터 역시 

산출 할 수 있다. 센서가 멈춰 있다고 추정될 때 마다 

각 축의 현재 가속도 값을 중력 벡터로 설정하고, 

회전이 발생할 경우 자이로 센서를 통해 계산한 순간 

회전각만큼 반대로 회전시켜 중력 벡터를 구한다. 중력 

벡터를 통해 지면 방향 기준으로 센서의 기울기 계산이 

가능하다. 회전각 산출은 자이로 각속도 데이터를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프레임이 촬영된 시점부터 매 

두 시점간 각속도 적분값을 누적하여 카메라 회전각을 

계산한다.  

 

2.3 Point Cloud 정합 

 

앞 단계에서 획득한 카메라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각 

Point Cloud를 순차적으로 정합하면 3D 모델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이로 센서 및 획득 Point Cloud에 

포함된 측정 에러로 인하여, 정확한 정합 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이로 센서에 의해 얻어진 

이동정보를 초기값으로 하여, 두 Point Cloud간 정밀 

정합을 수행하기 위하여, Iterative Closest Point (ICP) 

정합을 추가로 수행한다. ICP는 반복적으로 Point – 

Point Cloud 간 거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두 Point 

Cloud를 정합하는 알고리즘이다. 가속도/자이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카메라의 Rotation 정보는 ICP 단계를 

거쳐 더욱 정밀한 Rotation 값으로 보정되어, 완전한 

3차원 복원이 가능하게 된다.  

 

 



3. 실험 결과 

 

제안 방식의 실험 검증을 위하여, Creative사의 

Senz3D Depth 카메라와 Aduino Uno 및 MPU-6050 

가속도/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에 사용된 MPU-6050 센서는 저가이면서 소형 

기기에 내장하기에 적합한 작은 크기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자이로 센서는 카메라의 회전축에 일치시켜 

결합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모든 방향의 카메라 

회전에 대하여 정합 수행이 가능하다. 실제 실험에서는 

안정적인 실험 환경 구축을 위하여, 카메라를 회전판에 

결합하고 y축 회전을 발생 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a)            (b) 

그림 3. (a) 기존 ICP 정합 (b) 부분 ICP 정합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중복되는 부분이 적은 Point 

Cloud간의 정합을 수행한다. 따라서 두 Point Cloud 

전체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최소화 하는 기존의 ICP 

정합의 경우 그림3의 (a)의 상황과 같이 정확한 정합이 

어렵다. 따라서 Point Cloud의 중복되는 부분이 적은 

경우에도, 중복 영역만을 추출하여 ICP 정합을 

수행하는 부분 ICP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림 3의 

(b)는 부분 ICP를 이용해 두 Point Cloud를 정합한 

예이다. 검정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중복 영역이 없기 

때문에 ICP에서 제외된 영역이다.  

 

 

(a)            (b) 

그림 4. (a) ICP 정합 전 (b) ICP 정합 후  

  

그림 4는 회전각을 통해 1차적으로 정합된 두 Point 

Cloud에 부분 ICP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림 4. 

(a)에서 ICP 정합을 수행하기 전의 두 Point Cloud를 

나타내며, 그림 4. (b)는 ICP 정합이 완료된 상태이다. 

 

 

 

(a) 

 

(b) 

그림 5. (a) 각 프레임 별 Point Cloud 

(b) 3차원 복원 결과  

 

  그림 5. (a)는 4장의 입력 영상을 통해 복원한 각각의 

Point Cloud이며, 그림 5. (b)는 최종적으로 순차적인 

ICP 정합 과정을 통하여 각 Point Cloud들을 정합한 

3차원 복원 결과이다. 복원된 최종 Point Cloud의 각 

점에는 해당하는 Color 정보가 포함되어 복원 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Depth와 자이로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영상을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Kinect-Fusion에 이용되는 

Depth 카메라보다 저가의 장비에서도 빠르게 수행되며, 

SFM과 달리 로봇이 정지 상태일 때에도 복원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본 연구의 한계점은 카메라 위치가 

이동 할 경우 복원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SFM과 결합하거나, 카메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결합한다면 로봇이 이동 유무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복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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