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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능동조명(active light: light for active vision)과 수동조명(passive light: light for passive vision)으로 구성된

조명시스템으로 정현파 패턴(sinusoidal pattern)의 위상천이(phase shifting)와 반구면조명(hemispherical lighting)의

근사 조명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소 2개 영상으로부터 위상(phase)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물체의 표면 형

상 정보를 얻는 동시에 대상 물체의 표면 컬러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

득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을 적용하면, 2개 영상에서 위상천이 및 반구면 근사 조명을 기반으로 하여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조명소스의 ON/OFF 동작이나 조명의 개폐 동작 없이도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의 동시 획득이

가능함에 따라 조명 사용의 제약을 한층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표면 형상 데이터 획득 시간 및 컬러 데이터 획득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고해상도 데이터를 보다 쉽게, 보다 고속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며, 위

상천이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의 다양성을 높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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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광, 위상천이, 정현파, 측정, 거리영상, 위상복원, 3차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의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에서 형상/컬러 획득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흐름도

도 4는 3개 정현파 위상천이의 각 광도 분포곡선과 각 패턴영상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정현파 조명패턴을 대상물체의 표면에 영사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도 5의 영상에서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 2개 위치에서 광도값을 취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대상물체 200 : 능동조명(active light) 장치

300 : 수동조명(passive light) 장치 400 : 다채널 촬영장치

500 : 형상/컬러 획득장치 500-1 : 형상 복원 모듈

500-2 : 컬러 획득 모듈 510 : 제1 광도값 산출부

520 : 뺄셈기 530 : 제2 광도값 산출부

540 : 역변환부 550 : 곱셈기

560 : 형상 복원부 570 : 덧셈기

590 : 컬러 획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능동조

명(active light: light for active vision)과 수동조명(passive light: light for passive vision)으로 구성된 조명시스템으로

정현파 패턴(Sinusoidal Pattern)의 위상천이(phase shifting)와 반구면조명(hemispherical lighting)의 근사 조명을 구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소 2개 영상으로부터 위상(phase)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물체의 표면 형상을 얻는 동시에

광도값 증가분을 컬러 채널들에 따라 추출함으로써 대상 물체의 표면으로부터의 컬러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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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체 표면의 외관은 물체의 질적, 양적 및 구조적 특성을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물체 고유의 특성 중

에서는 주로 표면 형상 및 반사율이 물체의 외관을 결정짓게 된다. 이 때문에 그 동안의 많은 연구 및 응용에서는, 물체의

외관을 기술하기 위해, 주로 표면의 형상 정보와 반사율 정보를 각기 이용해 왔다.

실제 물체 표면의 형상 및 반사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동안의 많은 연구는 이들 각각을 독립적으로 획득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으며, 두 가지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연구에서 조차도 이들을 따로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양과 유

사한 데이터 수 (이를테면, 영상의 개수), 시간, 계산량 등을 필요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면의 기하학적 형상을 획득하는 방법은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본 발명은 비접촉식 방

법에 관한 것으로, 표면 형상 획득 대상에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 방식으로는 광학식 방법이 대표적이다.

광학식 거리영상(표면 형상 정보) 획득방법 중에서도 거리영상을 고해상도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명패턴을 이용

하는 능동비전(active vision)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능동비전 방식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K.L.Boyer et al.의 컬러코드 구조광(color-encoded structured light), P.S. Huang

et al.의 컬러 줄무늬패턴(color fringe pattern), C. Je et al.의 고대비 컬러띠 패턴(high-contrast color-stripe pattern),

J. Tajima et al.의 무지개 패턴(rainbow pattern), D. Caspi et al.의 적응 컬러 구조광(adaptive color structured light),

O. Hall-Holt et al.의 흑백경계코드(black/white boundary codes) 등이 있다.

한편, 물체 표면의 반사율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G. Ward의 비등방성 반사율 측정, S.R. Marschner et al.의 영상

기반 BRDF(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측정, Y. Yu et al.의 역(inverse) 광역조명방법 등이 대표

적이다.

최근에 와서는, 물체 표면의 형상 및 반사율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Y. Sato

et al.의 형상 및 반사율 모델링, 대한민국특허 10-0449175 "광학식 2차원 및 3차원 형상 측정 시스템" 및 미국특허출원

20040047517 "Shadow-free 3D and 2D measurement system and method" 등과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물체 표면의 반사율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은, 그 획득하는 정보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단채널(흑백, 회색조)의 표면 반사율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다채널(컬러)의 표면 반사율 정보를 획득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물체 표면의 형상과 함께 단채널 표면 반사율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기술은 그 산업적 응용이 이미 상당수 진행

되어왔으나, 물체 표면 형상과 함께 다채널 표면 반사율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기술은 아직 그 산업적 응용이 극히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체 표면 형상 및 단채널 표면 반사율 정보의 동시 획득만으로도 데이터 획득에 소요되는 영상 수나 처리시간을

산업적 요구에 맞게 감소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비해 형상 정보와 함께 컬러(다채널 표면 반사율)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데에는 그 구현에서 추가적인 제약 조건이 발생하고 데이터 획득에 소요되는 영상 수와 처리시간도 더욱 증가하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을 위한 조명 기구 및 장치에 있어서, 정확한 컬러 정보 획득을 위한 반구면 조명법 등에 기초

하지 않거나, 조명 소스의 ON/OFF 동작이나 조명의 개폐 동작을 필요로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이나 보다 광범위

한 응용 등에는 제약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능동조명(active light: light for active

vision)과 수동조명(passive light: light for passive vision)으로 구성된 조명시스템으로 정현파 패턴(sinusoidal pattern)

의 위상천이(phase shifting)와 반구면조명(hemispherical lighting)의 근사 조명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소 2개 영

상으로부터 위상(phase)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물체의 표면 형상 정보를 얻는 동시에 대상 물체의 표면 컬러 정

보를 획득하도록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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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능동조명과 수동조명으로 구성된 조명시스템으로 인하여 얻어진 최소 2개의 영상만으로 물

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표면 형상 획득 시간 및 컬러 정보 획득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능동조명과 수동조명으로 구성된 조명시스템으로 인하여 얻어진 최소 2개의 영상을 이용

함으로써 고해상도 데이터를 보다 쉽게, 보다 고속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

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조명 소스의 ON/OFF 동작이나 조명의 개폐 동작 없이도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의

동시 획득이 가능함에 따라 조명 사용의 제약을 한층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르면, 대상물체에 정현파 패턴 구조광(structured-light)을 영사하

는 능동조명장치와, 상기 대상물체에 비(非)구조광(unstructured-light)을 조사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조명장치와, 상기

대상물체의 영상을 촬영하고 다수의 컬러채널을 갖는 다채널 촬영장치와,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에 연결되어 촬영된 영상

을 처리하여 표면형상 및 컬러정보를 획득하는 형상/컬러 획득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영상을 이

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때, 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징에 따르면, 상기 형상/컬러 획득장치는 촬영된 영상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제1 광도값들을

산출하는 제1 광도값 산출부와, 산출된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감산처리를 행하는 뺄셈기와, 상기 뺄셈기의 결과에 설정

된 값을 적용하여 제2 광도값들을 산출하는 제2 광도값 산출부와, 상기 제2 광도값 산출부의 하나의 제2 광도값에 역수처

리를 행하는 역변환부와, 상기 제2 광도값 산출부의 나머지 제2 광도값과 상기 역변환부의 결과값에 대하여 곱셈처리를

행하는 곱셈기와, 상기 곱셈기의 결과를 통해 위상을 복원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대상물체의 형상정보를 획득하는 형상복

원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형상 복원 모듈; 및

상기 제1 광도값 산출부로부터 산출된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가산처리를 행하는 덧셈기와, 상기 덧셈기의 결과로부터 컬

러 정보를 획득하는 컬러 획득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컬러 획득 모듈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징에 따르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수동조명장치는, 상기 수동조명장치가 1개인 경우에, 상기

능동조명장치의 정현파 패턴 구조광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각도로 수동조명을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르면, 비(非)구조광을 수동조명장치를 통해 상기 대상물체 표면에

조사하는 동안, 소정의 공간주파수( )를 갖는 정현파 패턴 구조광을 상기 능동조명장치를 통해 위상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대상물체 표면에 영사한 후 그 장면을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로 촬영하는 제1 과정;

제1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의 임의의 지점에서, 특정한 위상차 에 따라 하기의 식과 같은 2개의 제1 광도값들을 얻는 제

2 과정;

제2 과정에서 얻어진 2개의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가산처리를 행하여 하기의 식과 같은 값을 얻는 제3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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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제3과정에서 산출된 결과값을 토대로 대상물체의 컬러 정보를 획득하는 제4 과정;

제2 과정에서 얻어진 2개의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감산처리를 행하여 하기의 식과 같은 값을 얻는 제5 과정;

여기서, 이다.

제5 과정에서 얻어진 식에 상기 임의의 지점에서 2개의 일정변위값 을 적용하여 하기의 식과 같은 2개의 제2 광도값

들을 얻는 제6 과정;

여기서, 상기 2개의 일정변위값 에 대하여 의 식으로 결정되는 값이 각각 , 가 되도록

한다.

제6 과정에서 얻어진 의 역수를 취해 소정의 값을 얻는 제7 과정;

제6 과정에서 얻어진 과 제7 과정에서 얻어진 의 역수값에 대하여 곱셈을 실행하여 하기의 식을 얻어

위상을 복원하는 제8 과정;

상기에서 구해진 위상 정보를 토대로 기하학적 보정을 통해, 대상 물체의 표면형상 정보를 획득하는 제9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부가적인 특징에 따르면, 설정된 2개의 값은 서로 π/2 의 위상차가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부가적인 특징에 따르면, 가 일반적인 값들일 때, 상기 제6 과정에서 얻어진 2개의 제 2 광도

값들에 대하여 하기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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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두 값의 가산처리 및 감산처리를 행한 후 상기 가산처리의 결과값에 대하여 제7 과정을 적용하여 그 역수값을 얻

고 상기 감산처리의 결과값 및 상기 가산처리의 역수값에 대하여 제8 과정을 적용하여 그 곱셈값을 얻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징에 따르면, 상기 능동조명장치의 정현파 패턴 구조광 및 수동조명장치의 비(非)구조광이 함

께 조사된 상태에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과 여러 가지 장점은 이 기술분야에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후술되는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첨부도면 도 1은 본 발명의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이고, 도 2는 도 1의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에서 형상/컬러 획득 장치의 구성을 개략

적으로 나타내는 블록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

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

하는 흐름도이며, 도 5는 3개 정현파 위상천이의 각 광도 분포곡선과 각 패턴영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6은 정현파 조

명패턴을 대상물체의 표면에 영사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7은 도 6의 영상에서 위상을 복원

하기 위해 2개 위치에서 광도값을 취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첨부도면 도 1을 참조하면, 대상물체(100)와, 상기 대상물체(100)에 정현파 패턴 구조광(structured-light)을 영사하

는 능동조명장치(200)와, 상기 대상물체(100)에 비(非)구조광(unstructured-light) 조사하는 수동조명장치(300)와, 다채

널 영상을 획득하는 다채널 촬영장치(400) 및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400)에 연결되어 상기 대상물체(100)로부터 표면 형

상 및 컬러 정보를 획득하는 형상/컬러 획득 장치(500)가 구비된다.

이때, 상기 능동조명장치(200)는 조명 소스(light source), 조명 패턴, 렌즈, 거울, 프리즘, 필터 등의 적절한 조합을 포함한

다.

상기 능동조명장치(200)에서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정현파 패턴 구조광이 영사되게 되는데, 정현파 패턴은 빔 프로젝

터, 격자 슬라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조명 시스템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상기 수동조명장치(300)는 비(非)구조광이 상기 대상물체(100)에 조사되게 한다.

이때, 상기 수동조명장치(300)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수동조명을 능동조명과 다른 방향에서 소정의 각으로 입사시킴으로

써, 상기 대상물체(100)의 표면에서 경면반사성분과 기하학적 음영성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반구면 조명법의 근

사적 조명 방식으로 상기 대상물체(100)의 표면의 컬러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수동조명이 하나일 때, 입사되는 소정의 각은 상기 능동조명이 입사되는 각과 대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도면 1 참조).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400)는 다채널 카메라, 렌즈, 필터 등의 적절한 조합을 포함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능동조명과 수동조명이 상기 능동조명장치(200) 및 수동조명장치(300)로부터 상기 대상물체(100)에 조사

되었을 때,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400)로 그 장면을 촬영한다. 이 때 정현파 패턴의 위상 천이를 통해 2개의 영상을 획득한

다. 이 동작에 의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영상이 얻어지며, 상기 형상/컬러획득 장치(500)에서 2개 영상에서의 광도값

의 차를 이용하여 영상의 각 지점(픽셀)에서의 위상(phase)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물체의 표면형상을 획득하며,

2개 영상에서의 광도값의 합을 이용하여 대상물체의 컬러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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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현파 위상천이 방식에서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위치에서의 광도값( )이 위상천이에 따라 달라

진다.

이 식에서 a, b는 상수, x는 위치좌표, 는 x 위치에서의 위상값, 는 각 위상천이에서의 천이값을 나타낸다. 여

기서 3개의 미지수, a, b, 가 있으므로,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식이 필요하다. 즉, 동일

위치에서 얻은 3개 이상의 위상천이 광도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잘 알려진 3개 위상천이의 위상은 아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3개의 천이값은 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위상천이로 각각의 영상을 얻으면, 이를

통해 각 위치에서의 위상을 복원할 수 있다. 위상을 복원한 뒤에는 적절한 기하학적 보정(geometric calibration)을 통해

물체표면의 형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2개의 영상으로부터 위상을 복원하고, 물체 표면 형상과 컬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우선 충분히 높은

공간주파수( )를 갖는 정현파 패턴의 능동조명을 사용한다. 상기 정현파 패턴을 상기 대상물체(100)의 표면에 영사한

후 그 장면을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400)으로 촬영한다. 그 뒤, 상기 형상/컬러획득 장치(500)를 통해 상기 대상물체(100)

표면의 형상 및 컬러 정보를 획득한다.

상기 첨부도면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영상복원/컬러 획득 장치(500)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면, 도면번호 500-1은 형상

복원 모듈 및 500-2는 컬러 획득 모듈을 나타낸다.

상기 영상 복원 모듈(500-1)은 제1 광도값 산출부(510), 뺄셈기(520), 제2 광도값 산출부(530), 역변환부(540), 곱셈기

(550) 및 형상복원부(560)을 포함한다.

상기 제1 광도값 산출부(510)은 촬영한 각 영상의 임의의 위치 x에서의 2개의 제1 광도값들을 산출한다.

상기 뺄셈기(520)는 상기 제1 광도값 산출부(510)로부터 전송된 상기 2개의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감산처리를 행한다.

상기 제2 광도값 산출부(530)는 상기 뺄셈기(520)로부터 전송된 결과에 설정된 값을 적용하여 2개의 제2 광도값들을 산

출한다.

상기 역변환부(540)는 상기 제2 광도값 산출부(530)로부터 전송된 하나의 결과에 역수처리를 행한다.

상기 곱셈기(550)는 상기 제2 광도값 산출부(530)로부터 전송된 나머지 하나의 결과와 상기 역변환부(540)로부터 전송된

역수처리된 결과에 대하여 곱셈처리를 행한다.

상기 형상복원부(560)는 상기 곱셈기(550)로부터 전송된 결과에서 얻어진 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물체의 표면형상을

획득한다.

상기 컬러 획득 모듈(500-2)은 덧셈기(570)와 컬러 획득부(59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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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덧셈기(570)는 상기 제1 광도값 산출부(510)로부터 산출된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가산처리를 행한다.

상기 컬러 획득부(590)는 상기 덧셈기(570)의 결과로부터 상기 대상물체(100)의 임의의 위치 x에서의 컬러 정보를 획득

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의한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정보 획득 시스템의 동작을 첨부한 도

3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 수동조명장치(300)는 비구조광을 상기 대상물체(100)에 조사한다. 동시에, 상기 능동조명장치(200)는 상기 정현파

패턴의 조명을 위상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상기 대상물체(100)에 영사한다. 그뒤,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400)는 상기 비

구조광 및 정현파 패턴 구조광이 조사된 장면을 촬영한다.(S10 단계 참조)

여기에서, 상기 2회의 정현파 구조광 영사 및 촬영에서 정현파 패턴의 위상차는 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 뒤, 상기 형상/컬러 획득 장치(500)의 상기 형상복원모듈(500-1)의 제1 광도값 산출부(510)는 아래의 수학식 1을 기반

으로 촬영한 각 영상의 임의의 위치 x에서의 제1 광도값들을 산출한다.(S20 단계 참조)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P(x)는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400)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의 상기 임의의 위치 x에서의 전체 광도값 증

가분을 나타낸다.

상기 수동조명장치(30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이므로 상기 P(x)는 하기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수동조명장치(300)의 개수는 M이며 Pj(x)는 j번째 수동조명장치(300)에 의한 상기 임의의 위치 x에서의 광도값

증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정현파 패턴들간의 위상차가 π라면 상기 제1 광도값 산출부(510)는 각각

인 제1 광도값들을 얻는다.

여기서 x를 로 두면 이차원 좌표로 확장이 가능하다.

상기 덧셈기(570)는 상기 S20 단계에서 얻어진 2개의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가산처리를 행하여 아래의 수학식 2와 같은

값을 산출한다.(S30 단계 참조)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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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여기서, 수학식 2의 두 광도값의 합은 위상값과 무관한 값이 되고, 결과적으로 정현파 구조광의 패턴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전체적으로 균일한 조도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다수의 수동조명(비구조광)과 1개의 능동조명(구

조광)이 반구면 조명의 근사화된 구조를 갖게 하면 경면 반사(specular reflection), 기하학적 음영(geometric shading)

및 그림자(shadow) 등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서, 더욱 정확한 물체 표면 고유의 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S40 단계 참조)

총 Q개의 채널을 갖는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총 Q개 채널의 영상 광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중 k번째 채널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의 광도값의 합을 라 두면, 하기의 등식이 성립한다:

수학식 3

예를 들어,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400)이 RGB 3개의 컬러채널을 가진다면 상기 수학식 3에 RGB 3컬러채널이 적용되어,

하기의 식이 산출된다.

수학식 4

여기서, 첨자(Index) 는 각각 빨강(Red), 초록(Green), 파랑(Blue)채널에 대한 값임을 의미한다.

상기 수학식 4에 의해, 정현파의 위상에 무관한 광도값들을 각각의 컬러채널에 대해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광도값

들을 이용해서 물체 표면의 컬러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물체 표면의 단일 지점을 단일 센서가 관찰한다고 가정할 때, 물체 표면의 관찰 지점을 중심점으로 하고 그

지점과 센서 위치를 지나는 직선을 중심 축으로 하는 반구면(hemisphere)의 전체 입체각(solid angle)에 대하여 균일한

조도의 빛이 입사할 때, 센서가 촬영한 영상이 물체 표면의 경면 반사나 기하학적 음영계수에 영향 받지 않은 고유의 컬러

를 반영하게 된다. 완전히 이상적인 반구면 조명을 임의의 물체 표면 전체에 입사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확한 물체 표면 고유의 컬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구면 조명(hemispherical lighting)에 가까운 형태의 조명

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발명에서는 정현파 구조광을 포함하여 최소 2개의 조명을 각기 다른 각도로 물체 표면에 조사하는 방식의 조명 시스템

을 사용하며, 바람직하게는 반구면 조명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보다 많은 수의 조명을 각기 다양한 각도로 물체

표면에 조사하는 형태를 취한다(도면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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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정현파 구조광 능동조명 외에 1개의 비구조광 수동조명을 추가할 경우, 수동조명과 능동조명의 조도에서,

와 를 같게 설정하고, 입사되는 방향이 카메라의 촬영방향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되게 두면 경면 반사

(specular reflection), 기하학적 음영(geometric shading) 및 그림자(shadow) 등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서, 비교적 정확한 물체 표면 고유의 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수의 수동조명을 추가로 사용하여, 정현파 패턴을 포함한 다수의 조명을 각기 다양한 각도로, 바람직하게

는 균일한 입체각의 간격으로, 고르게 배치하여 물체 표면에 입사할 경우, 전체 조명에 의한 효과는 근사적으로 반구면 조

명(hemispherical lighting)과 같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개수의 수동조명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경면 반사(specular reflection), 기하학적 음영(geometric

shading) 및 그림자(shadow) 등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극히 정확한 물체 표면 고유의 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

상기 뺄셈기(520)는 제1 광도값 산출부(510)에서 얻어진 2개의 제1 광도값들 중 하나의 값에서 나머지 값을 빼 아래의 수

학식 5와 같은 값을 산출한다.(S50 단계 참조)

수학식 5

상기 수학식 5는 에서 로 정의

하여 산출된 값이다.

상기 수학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뺄셈기(520)는 무패턴의 조명의 추가 여부 및 추가 개수와 상관없이 위상을 복원할

수 있도록 상기 수동조명장치(300)로

인하여 증가된 전체 광도값 그 외의 바이어스 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제2 광도값 산출부(530)는 뺄셈기(520)에서 산출된 상기 수학식 5를 기반으로 상기 임의의 위치 x에서 충분히 작은

일정 변위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광도값을 나타내는 아래의 수학식 6을 산출하고 미리 설정된 값 2개를 적용하

여 제2 광도값들을 산출한다.(S60 단계 참조)

수학식 6

상기 수학식 6의 산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x에서 일정 변위 만큼 떨어진 위치를 상기 수학식 5에 적용하여

가 되고, 가 충분히 작은 값이므로 근사(approximation)된 수

학식 6이 산출된다. 이때, 이고, 형상(geometry)이나 반사특성(reflectance)이 x에서 까지의 영역에

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미리 설정된 각 값에 의하여 의 값이 정의되고, 상기 값을 로 두면 아래와 같은 제2 광도값들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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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를 얻는다.

상기 두 식으로부터 아래의 수학식 7과 같은 위상복원 등식을 얻을 수 있다:

수학식 7

이 위상복원 등식으로 위상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나, 특정 조건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보다 계산양이 적은 위상복원 등식

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경우에 따라 정현파 패턴의 공간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일 때, 수학식 6로부터 2개의 광도값

를 얻게 된다.

상기 역변환부(540)는 상기 제2 광도값 산출부(530)로부터 전송된 값들 중 하나에 대하여 역수를 취하여 소정의 값을 얻

는다.(S70 단계 참조)

즉, 를 획득한다.

이때, 임의의 위상차를 갖는 일반적인 값들에 대한 위상복원 등식인 상기 수학식 7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2 광

도값 산출부(530)로부터 산출된 상기 2개의 제 2 광도값들에 대하여 가산처리를 행한 후 상기 역변환부(540)을 이용하여

상기 가산처리의 결과값에 대하여 역수값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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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곱셈기(550)는 상기 역변환부(540)로부터 전송된 하나의 제2 광도값에 대한 역수에 상기 제2 광도값 산출부(530)로

부터 전송된 나머지 제2 광도값을 곱하여 아래의 수학식 8과 같은 계산량이 적은 위상복원 등식의 값을 얻어 위상을 복원

한다.(S80 단계 참조)

이때, 임의의 위상차를 갖는 일반적인 값들에 대한 위상복원 등식인 상기 수학식 7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2 광

도값 산출부(530)로부터 산출된 상기 2개의 제 2 광도값들에 대하여 감산처리를 행한 후 상기 곱셈기(550)을 이용하여 상

기 감산처리의 결과값 및 상기 역변환부(540)로부터 산출된 상기 2개의 제 2 광도값들에 대한 가산처리의 역수값에 대하

여 곱셈값을 얻게되고, 그 곱셈값을 이용하여 위상을 복원한다.

수학식 8

즉, 가 되어 상기 수학식 8이 얻어진다.

그뒤, 상기 형상복원부(560)는 상기 곱셈기(550)로부터 전송된 위상 정보를 얻어 이를 토대로 기하학적 보정을 실시하여

상기 대상물체(100)의 표면형상을 획득한다.(S90 단계 참조)

이렇게 해서, 다채널 촬영장치로 획득한 다채널 영상으로부터 개별 채널의 광도값들에 의한 표면 형상 정보의 획득이 가능

하고, 이렇게 획득된 개별 채널의 형상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형상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총 Q개의 채널을 갖는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총 Q개 채널의 영상 광도 정보를 평균하여 하나의 광도 영상으로 변환

한 후 위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표면 형상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이때, 새롭게 정의되는 Q개의 채널의 평균

영상 광도는 하기의 식으로 주어진다:

가령, RGB 3개 컬러채널의 경우에는 하기의 식과 같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을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 일실시예의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은 대상물체(100), 1개의 능동조명장치(200), 다수개의 수동조

명장치들(300), 다채널 촬영장치(400) 및 형상/컬러 획득장치(500)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능동조명장치(200)에 의한 정현파 패턴 구조광(structured-light)과 균일한 입체각의 간격으로 고르게 배치

된 상기 수동조명장치들(300)에 의한 다수의 비(非)구조광(unstructured-light)들로 인하여 반구명 조명(hemispherical

lighting)을 근사적으로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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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 발명에 의한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하면, 상기 능동조명장치

(200)의 사용에 따른 물체 표면 형상과 능동조명장치(200) 및 수동조명장치(300)의 사용에 따른 컬러 정보를 시간차를 두

지 않고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조명 소스의 ON/OFF 동작이나 조명의 개폐 동작 없이 상기 능동조명장치(200)의 정현파 패턴 구조광 및 상기 수

동조명장치(300)의 비(非)구조광이 동시에 조사된 상태에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의 동시 획득이 가능함에 따라 조

명 사용의 제약을 한층 감소시키게 된다.

이상의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된 실시예들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당업자들에 의해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

며, 이는 첨부된 청구항에서 정의되는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서 제안된 위상복원 방식 및 이를 통한 표면형상의 획득은 2개 이상의 정현파 패턴이 중첩된 간섭계

에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보다 정확한 위상 및 표면형상 획득을 위해, 조명 구성품 일체, 카메라 구성품 일체, 대상

물체 중 일부의 변이를 통한 2개 이상의 위상 또는 표면형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위상 또는 표면

형상 획득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및 방법을 적용하

면, ON/OFF 동작이나 개폐 동작의 필요 없이 함께 조사되는 능동조명과 수동조명으로 구성된 조명시스템에 의해 획득한

최소 2개의 영상에서 위상천이를 기반으로 하여 위상복원을 통한 물체 표면 형상 정보 획득 및 물체 표면 컬러 정보 획득

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에 따라, 표면 형상 획득 및 표면 컬러 정보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데이터양, 계산양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에 따라, 고해상도 표면 형상 및 표면 컬러 데이터를 보다 쉽게, 보다 고속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에 따라, 표면 형상 및 표면 컬러 데이터의 활용분야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상물체에 정현파 패턴 구조광(structured-light)을 영사하는 능동조명장치와, 상기 대상물체에 비(非)구조광

(unstructured-light)을 조사하는 적어도 하나의 수동조명장치와, 상기 대상물체의 영상을 촬영하고 다수의 컬러채널을

갖는 다채널 촬영장치와, 상기 다채널 촬영장치에 연결되어 촬영된 영상을 처리하여 표면형상 및 컬러정보를 획득하는 형

상/컬러 획득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형상/컬러 획득장치는 촬영된 영상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제1 광도값들을 산출하는 제1 광도값 산출부와, 산출된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감산처리를 행하는 뺄셈기와, 상기 뺄셈기의 결과에 설정된 값을 적용하여 제2 광도값들을 산출하는

제2 광도값 산출부와, 상기 제2 광도값 산출부의 하나의 제2 광도값에 역수처리를 행하는 역변환부와, 상기 제2 광도값 산

출부의 나머지 제2 광도값과 상기 역변환부의 결과값에 대하여 곱셈처리를 행하는 곱셈기와, 상기 곱셈기의 결과를 통해

위상을 복원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대상물체의 형상정보를 획득하는 형상복원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형상 복원 모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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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광도값 산출부로부터 산출된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가산처리를 행하는 덧셈기와, 상기 덧셈기의 결과로부터 컬

러 정보를 획득하는 컬러 획득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컬러 획득 모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

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수동조명장치는, 상기 수동조명장치가 1개인 경우에, 상기 능동조명장치의 정현파 패턴 구조광에 대

하여 대칭이 되는 각도로 수동조명을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시스템.

청구항 4.

비(非)구조광을 수동조명장치를 통해 대상물체 표면에 조사하는 동안,

소정의 공간주파수( )를 갖는 정현파 패턴 구조광을 능동조명장치를 통해 위상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대상물체 표면

에 영사한 후 그 장면을 다채널 촬영장치로 촬영하는 제1 과정;

제1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의 임의의 지점에서, 특정한 위상차 에 따라 하기의 식과 같은 2개의 제1 광도값들을 얻는 제

2 과정;

제2 과정에서 얻어진 2개의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가산처리를 행하여 하기의 식과 같은 값을 얻는 제3 과정;

여기서, 이다.

제3과정에서 산출된 결과값을 토대로 대상물체의 컬러 정보를 획득하는 제4 과정;

제2 과정에서 얻어진 2개의 제1 광도값들에 대하여 감산처리를 행하여 하기의 식과 같은 값을 얻는 제5 과정;

여기서, 이다.

제5 과정에서 얻어진 식에 상기 임의의 지점에서 2개의 일정변위값 을 적용하여 하기의 식과 같은 2개의 제2 광도값

들을 얻는 제6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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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2개의 일정변위값 에 대하여 의 식으로 결정되는 값이 각각 , 가 되도록

한다.

제6 과정에서 얻어진 의 역수를 취해 소정의 값을 얻는 제7 과정;

제6 과정에서 얻어진 과 제7 과정에서 얻어진 의 역수값에 대하여 곱셈을 실행하여 하기의 식을 얻어

위상을 복원하는 제8 과정;

상기에서 구해진 위상 정보를 토대로 기하학적 보정을 통해, 대상 물체의 표면형상 정보를 획득하는 제9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설정된 2개의 값은 서로 π/2 의 위상차가 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가 일반적인 값들일 때, 상기 제6 과정에서 얻어진 2개의 제 2 광도값들에 대하여 하기의 식:

과 같이 두 값의 가산처리 및 감산처리를 행한 후 상기 가산처리의 결과값에 대하여 제7 과정을 적용하여 그 역수값을 얻

고 상기 감산처리의 결과값 및 상기 가산처리의 역수값에 대하여 제8 과정을 적용하여 그 곱셈값을 얻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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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조명장치의 정현파 패턴 구조광 및 수동조명장치의 비(非)구조광이 함께 조사된 상태에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

러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개 영상을 이용한 물체 표면 형상 및 컬러 정보 획득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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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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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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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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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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