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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실내 환경의 3D 기하 기반 
실시간 재질추정 기법

(Real-time Intrinsic Image Decomposition using 3D 

Geometry of Reconstructed Indoor Scene)

최 윤 지
†
      이 성 길

††

                                 (Yoonij Choi)           (Sungkil Lee)

요 약 기하복원 기법의 발 으로 상 기반 모델링의 근성은 높아졌으나 텍스처에 포함된 음 으

로 복원된 모델의 활용범 는 좁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용 소 트웨어를 이용해 복원된 실내 모델에서 

음 을 제거하여 복원된 모델의 조명을 동 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재질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

문은 원추정과 역 더링을 이용하여 기하의 복원 정도에 비례한 재질추정을 수행하며 역 더링 시 실

시간 더링 기법인  조명 모델과 볼륨을 이용하여 실시간 성능을 보인다. 실내의 특성을 고려한 

역 더링을 해 모든 추정 원을 원으로 간주하 으며, 간 조명 연산 시 필터를 용한 텍스처사용

으로 반사 의 색상을 근사하여 재질추정의 품질을 높 다. 한 본 기법은 기하 복원 정도에 비례한 재

질추정을 수행하여 상기반 모델링의 장 인 라이  연산의 간략화를 유지하 다.

키워드: 재질추정, 역 더링, 실시간 더링, 재조명

Abstract Development of 3D reconstruction techniques has improved the accessibility of 

image-based modeling. However, the usage of reconstructed models is limited because of shading in 

texture. Therefore, we present an intrinsic image decomposition method for indoor models 

reconstructed using commercial software to manipulate light conditions dynamically. In our approach, 

we use light source estimation and inverse rendering to perform intrinsic image decomposition relative 

to reconstructed geometry information. We apply Phong reflectance model and light propagation 

volume, real-time rendering method, to inverse rendering for real-time performance. Considering the 

features of indoor scenes, all light sources are estimated as point lights and indirect lighting include 

reflectance colors estimated from filtered texture. Our approach maintains simplification of lighting, 

benefit of image-based modeling, because of estimating reflectance relative to geometric information.

Keywords: intrinsic image decomposition, inverse rendering, real-time rendering, re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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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특별한 장비 없이 여러 시 에서 촬 된 이미지만을 

이용한 3D 복원 기법[1-4]의 발 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소 트웨어들이 상용화되고 있다. 기하복원 기술

의 발 이 상 기반 모델링[5]에 한 근성을 높 음

에도 불구하고 복원된 모델의 활용범 는 제한되어있다. 

원인은 모델의 텍스처에 포함된 촬  당시의 조명에 의

한 음 으로, 음  정보가 포함된 모델은 게임, 화와 

같이 자유로운 조명을 다루는 로그램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복원된 모델에서 음  정보를 제거하

여 자유로운 조명 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질추정 기

법(intrinsic image decomposition)들이 연구되고 있다.

실세계의 물체는 물체의 재질과 빛의 상호작용에 의

해 지각 는 촬 된다. 촬 된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

은 물체 표면의 반사율인 재질과 음 의 곱으로 이루어

지므로 이미지에서 음 을 제거하여 물체의 고유의 값

인 재질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지에서 음 과 

재질을 분리하는 것이 재질추정의 목표로 추정된 재질

은 물체 인식, 이미지 편집, 조명 편집 등에 활용 가능

하다.

재질추정은 이미지를 기반[6-9]으로 음 과 재질을 

추정해야 하는 잘 풀리는 않는 문제로 문제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해 여러 장의 이미지[10-13], 깊이 정보

[14-16] 등 추가 인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진행

되고 있다. 재질추정 기법은 주로 이미지 편집을 해 

연구되고 있으며 부분 긴 연산시간을 요구한다. 최근 

실시간 재질추정[17-19]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분의 재질추정 

기법은 단편  장면 는 물체에 해 연구되어 공간 

체에 한 재질추정은 실외환경만을 상으로 소수만

이 연구되었다[10,11] 지 까지 본 논문과 같은 실내 환

경에 한 연구의 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상용 소 트웨어를 이용해 복원한 실내 공간 

모델에 한 실시간 재질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복원된 

모델을 이용한 자유로운 조명 용이 본 논문의 목표로 

이미지 편집을 한 재질추정과 달리 음 과 색상의 완

벽한 분리가 아닌, 기하의 복원 정도에 비례한 재질추정

을 수행한다. 복원된 기하와 비례하는 재질추정을 해 

역 더링을 이용하며, 실시간 더링 기법인  반사 

모델[20]과 볼륨(light propagation volume, LPV) 

[21]을 사용하여 실시간 성능을 달성하 다. 다양한 종

류의 조명기구가 사용되는 실내 환경에 특성에 의해 역 

더링 시 원을 한정하여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우

리는 원 추정기법을 기반으로 원을 다수의 원

으로 간주한다. 실내 환경은 간 조명이 강하게 발생하

여 간 조명 근사가 재질추정의 품질에 큰 향을 끼친

다. 우리는 필터가 용된 텍스처를 반사  색상 근사에 

사용하여 보다 정확도 높은 간 조명효과를 연산하여 

재질추정의 품질을 높 다.

2. 련연구

2.1 Inverse rendering

역 더링은 촬 된 이미지와 기하, 조명 등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링을 역으로 연산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추정하는 근이다.

역 더링을 이용한 재질추정은 음 근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음 근사를 해 기하정보와 조명정보가 

요구된다. 기하복원을 해 깊이 카메라[18,19], 외선 

센서[22]와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하거나 여러 장의 사

진[10,11]을 사용한다. 조명은 반사구(reflective sphere)

를 이용한 환경맵 이미지 촬 [10,11]과 촬  시 조명을 

조작[14]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된다.

실시간 재질추정은 음  정보를 이용해 기하를 추정

하는 음  기반 기하복원(structure from shading, SfS) 

[23]를 기반으로, 깊이 카메라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재 SfS를 이용한 실시간 재질추정은 공간 

체가 아닌 물체를 상으로 기하 복원과 재질추정이 

수행된다[18,19]. 한, SfS를 이용한 모든 실시간 근

은 상을 입력으로 받아 이  임의 정보[18,19]를 

활용한다.

재 연구된 공간 체에 한 재질추정 기법은 실외 

환경을 상으로만[10,11] 연구되었다. 실외 환경의 경우 

원을 태양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조명은 하늘(sky)에 

의한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실내 환경은 다양한 종류

의 조명이 존재하여 조명을 한정하여 정의하는 근은 

용될 수 없다. 연구된 공간을 상으로 한 재질추정 

기법은 실시간 성능을 보이지 않는다.

2.2 Intrinsic image

기하복원 없이 이미지를 재질과 음 으로 분리하는 

재질추정 방법은 주로 이미지 편집을 목표로 하여 다양

한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미지를 그 이 스 일로 변형하여 재질을 추정하는 

retinex 근은 음 의 변화에 의한 경계는 진 인 반

면 재질의 변화는 격하다는 에 착안한 방법으로 이

를 기반으로 한 근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24,25]. 이 

근은 강한 그림자와 같이 음 이 격하게 변화는 

역의 재질추정의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비

슷하게 색각 항상성을 이용하여 주변 픽셀의 색도

(chromaticity)가 비슷하다면 그 픽셀은 같은 재질을 갖

는다고 간주하는 근 한 연구되고 있다[8,26]. 그 외 

클러스터링[27], 추정의 정확도 향상을 한 추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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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질추정 과정의 개요도

Fig. 1 Overview of the intrinsic image decomposition process

화[9] 등 다양한 근이 시도되고 있다.

다양한 추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재질추정은 여 히 

잘 풀리지 않는 문제로 그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추

가 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의 근과 유사하게 동일한 조명 조건에서 촬 한 

다시  이미지가 이용되거나 동일한 시 에서 서로 다

른 조명 조건에서 촬 한 이미지[12,13]. 깊이 정보

[14-16], 사용자의 입력[9], 상[17] 등 다양한 종류의 

추가 데이터가 사용된다.

실시간 재질추정의 경우 최근 상 데이터를 기반으

로 연구되었다[17]. 이 연구는 GPU 최 화를 통한 연산

과 상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  임의 정보

를 이용하는 근을 통해 실시간 재질추정을 수행하

다. 하지만 부분의 재질추정은 여 히 긴 연산시간이 

요구된다.

이미지 편집을 한 재질추정은 재질과 음 의 완벽

한 분리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상기반모

델의 장 인 조명 간략화를 잃지 않는 수 의 재질추정

으로 의 연구들과 목표하는 바에 차이가 있다.

3. 알고리즘

우리는 복원된 실내 환경을 상으로 추정된 기하 정

보에 비례한 실시간 재질추정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이 제시하는 재질추정 기법의 체 과정을 도식

화한 것이다. 다시  이미지를 이용해 모델을 복원한 후 

복원된 정보를 이용하여 원 추정을 수행한다. 재질추

정을 하여 복원된 기하와 원정보를 이용한 역 더

링을 수행하며 이때, 간 조명 근사를 해 bilateral 필

터[28]를 용한 텍스처를 이용한다. 모든 물체의 표면

이 람베르트 반사율을 가진다고 가정하 으며 그림자는 

고려되지 않았다.

3.1 데이터 구성

본 논문이 사용한 원추정기법[29]은 복원된 모델의 

텍스처를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조명기구를 포함한 체 

실내 환경에 한 복원을 수행한다. 기하복원 시 다시  

이미지와 상용 로그램을 이용되며 추가로 기하를 수정

하지 않는다. 복원된 모델을 기반으로 원 추정을 수행

하여 원의 치  색상을 근사한다. 원 추정 시 면

을 가지는 조명은 여러 개의 원으로 추정된다.

3.2 Image Model

복원된 기하와 추정된 원을 이용한 역 더링을 

하여 이미지 모델을 정의한다. 직 조명 연산을 해  

조명 모델을 사용하며, 간 조명 연산 시 볼륨을 

사용한다. 이미지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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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는 픽셀값을, 은 물체의 재질을 의미한다. 는 입

사각을 의미하며 와 는 각각 직 조명과 

간 조명을 의미한다. 은 물체의 표면과 원 사이의 

방향 벡터를 의미하며 은 표면의 법선벡터를, 은 

거리 에 따른 빛의 감쇠를 의미한다. 은 추정된 원

을 의미한다.

기하의 불완 한 복원으로 인한 간 조명 근사의 오

차로 인하여,  조명 모델에서 간 조명 근사를 해 

사용하는 앰비언트(ambient)값을 볼륨과 함께 사

용하는 것이 더 나은 품질을 보임이 실험을 통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앰비언트 값이 수식에 추가

되었다.

   
∈



⋅     (2)
앰비언트는 간 조명 근사를 도울 뿐 볼륨을 

체할 수 없다. 그림 2는 앰비언트만을 이용한 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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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간 조명 근사에 앰비언트만을 이용한 음 근사와 

재질추정 결과(좌측)와 볼륨과 앰비언트를 

함께 이용한 결과(우측)

Fig. 2 Results of intrinsic image decomposition using 

ambient (left) and LPV with ambient (right) to 

approximate indirect lighting

명 근사와 볼륨을 이용한 간 조명 근사에 따른 

재질추정 결과의 차이를 보인다. 앰비언트만을 이용한 

경우 서랍(빨간 박스)에서 발생한 반사 에 의한 음 이 

제거되지 않아 서랍에 근 한 벽지의 재질이 주변보다 

밝게 추정되었으며 노란 계열의 색상을 보인다. 

볼륨을 함께 이용한 우측의 경우 벽지의 체 인 색상

이 유사하게 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간 조명 근사를 한 필터 용

볼륨을 이용한 간 조명 근사 시 반사 의 색

상 표 을 해 반사가 발생하는 표면의 재질이 필요하

다. 하지만 간 조명 근사의 목 이 음  제거를 통한 

재질추정으로 이를 수행하기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

력된 복원 모델의 텍스처를 bilateral 필터를 이용해 평

탄화한 후 이를 간 조명 색상 근사를 한 정보로 사

용한다. Bilateral 필터 연산을 해 픽셀의 색상정보와 

월드 공간 좌표가 사용되며 이는 GPU에서 연산된다. 

평탄화된 텍스처는 반사 의 색상 근사에만 사용된다.

3.4 Inverse rendering

역 더링 시 간 조명 연산에 이용되는 볼륨

은 원의 치에 시 을 두어 공간을 더링한 reflec-

tive shadow maps (RSM)[30]을 생성하여 반사 의 

치와 색상을 근사한다. 원추정의 결과 면 을 갖는 

조명이 다수의 원으로 추정되므로 RSM은 각각의 

원에 해 생성된다. 그러나 한 원에 해 

생성된 RSM은 동일한 반사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추정 원의 해 RSM을 생성하는 것은 속도를 

하락시킬 뿐 품질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간 조명 근사 시 근 한 원에 한 RSM

이 생성하지 않도록 임계값(threshold)을 이용한다. 간

조명효과는 생성된 RSM을 기반으로 되어 근사 

되며 이때 반사 의 색상은 평탄화된 텍스처의 색상을 

이용해 근사 된다. 직 조명 연산은 모든 추정 원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정의한 이미지 모델을 기반으로 복원된 모델과 원

추정 결과, 평탄화된 텍스처를 이용하여 역 더링을 수

행한다. 재질추정결과는 근사 된 음  정보를 복원된 모

델의 원본 텍스처에 나 어 획득된다. 아래는 역 더링

에 사용되는 최종 식으로 ′는 RSM 생성에 사용되는 

원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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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결과

모든 물체가 람베르트 반사율을 갖도록 제작된 가상

공간과 실세계의 실내공간에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재

질추정 기법을 수행하 다. 난반사만이 발생하는 가상의 

침실 환경은 물리 기반 더러인 mitsuba renderer [31] 

로 제작되었으며, 조성된 가상환경을 촬 한 70∼80장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기하를 복원하 다. 실세계 데이터는 

드 스 룸을 상용 카메라인 아이폰 6S의 기본 카메라로 

촬 한 50∼60장의 사진을 이용한 기하복원으로 제작되

었다. 두 데이터 모두 고정된 조명에서 촬 되었으며 조

명을 포함한 공간이 복원되었다. 모델은 상용 소 트웨

어인 Autodesk의 Recap(http://recap360.autodesk.com)

을 이용해 복원되었다. 그림 3은 가상환경인 침실과 실

세계 환경인 드 스 룸의 복원결과와 원 추정 결과로 

빨간색 은 추정된 원을 나타낸다.

재질추정은 Intel(R) Core(TM) i7-5960X CPU, GeForce 

GTX 1080 Ti GPU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이 

제안한 재질추정 수행 결과, 가상으로 조성된 침실(그림 

4) 모델에서 bilateral 필터 6.31ms, inverse rendering 

29.75ms, 총 36.06ms의 속도를 보 다. 실세계 데이터

인 드 스 룸 모델(그림 5)의 연산 속도는 bilateral 필

터 6.52ms, inverse rendering 28.39ms, 총 34.91ms를

그림 3 기하복원과 원추정 결과

Fig. 3 Results of 3D reconstruction and light sourc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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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난반사만이 일어나도록 조성된 가상환경을 이용한 재질추정 수행 결과. 좌측부터 기하 복원 결과와 음  근사 

결과, 재질추정 결과

Fig. 4 Result of intrinsic image using a virtual environment designed to cause diffuse reflection only. From the left, 

3D reconstruction result, shading approximation, and intrinsic image results are shown

그림 5 실세계를 데이터 이용한 재질추정 수행 결과. 좌측부터 기하복원 결과와 음 근사 결과, 재질추정 결과

Fig. 5 Result of intrinsic image using real environment data. From the left, 3D reconstruction result, shading 

approximation, and intrinsic image results are shown

보여 두 데이터에서 모두 실시간에 달하는 속도를 달성

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4는 난반사만이 일어나도록 제작된 가상환경에

서의 재질추정 결과로 음  근사와 이를 이용한 재질추

정의 수행 정도를 보인다. 조명에 의한 음  차가 큰 

역(노란 박스)에서 재질추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

랍과 근 한 벽지(빨간 박스)의 경우, 간 조명의 색상

이 포함된 음 이 재질에서 제거되어 보다 정확도 높은 

재질추정이 수행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기하복원의 

낮은 정확도와 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음  근사

로 특정 역에서 재질추정의 정확도가 하락하 다. 침

( 란 박스)에서 부정확한 기하복원으로 인한 재질추

정 품질 하락이 확인되며, 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음  근사로 천장과 벽( 록 박스)이 동일한 벽지를 가

짐에도 다른 재질로 추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림 5는 실세계 데이터를 이용해 기하를 복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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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추정을 수행한 결과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기법이 

실세계 환경에서 용 가능함을 보인다. 조명에 의한 음

차가 큰 역(빨간 박스)를 통해 재질추정 결과를 극

명하게 비교할 수 있으며, 화장 (노란 박스)에서 간

조명 효과 제거로 정확도 높은 재질추정이 수행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와 마찬가지로 부정확하

게 복원된 기하로 인하여 부정확한 재질추정이 이루어

졌음이 스 치( 란 박스)에서 확인된다. 실세계는 물체

는 다양한 반사 성질을 가지므로 이로 인한 부정확한 

재질추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리석 재질을 가진 화장

( 록 박스)에서 발생한 정반사가 제거되지 않았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토 론

우리는 상 기반 모델을 이용한 자유로운 동  조명 

변경을 한 복원된 실내 환경의 실시간 재질추정 기법

을 제안하 다. 복원된 기하의 불완 성을 고려한 이미

지 모델을 정의하 으며 기하에 비례한 음  제거로 

상 기반 모델의 장 인 조명 연산 간략화를 잃지 않았

다. 본 논문은 역 더링 시 원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조명 측정을 한 별도의 장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

용 소 트웨어를 기반으로 복원된 모델에 본 논문이 제

안하는 재질추정기법의 용을 용이하게 하 다. 한, 

간 조명의 향이 큰 실내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평탄

화된 텍스처를 이용해 근사한 반사 의 색상을 음  근

사에 사용하여 재질추정의 품질을 높 다.

하지만 추정된 조명을 모두 원으로 간주하므로 

그에 따른 품질 하가 발생한다. 이는 조명 연산 시 사

용자에게 원의 특성을 입력받아 역 더링에 용하

여 해결할 수 있다.

재 간 조명 연산 시 불필요한 RSM 생성으로 인

한 속도 하가 발생한다. 이는 미래 연구로 정된 부

분으로 추정된 원을 합병해 근 한 원에 해 

하나의 RSM만을 생성하도록 개선할 정이다. 드 스 

룸 모델에서 발생한 정반사로 인한 품질 하락은 본 논

문이 제로 한 람베르트 반사에 벗어나는 상으로 차

후 연구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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