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원고

3차원 영상 처리 기술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1. 서1)론
흔히 3차원 영상 기술은 근래에서야 개발된 최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관련 산업들은 수
세기 전부터 시작되어 이미 두 차례의 전성기를 거쳤
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기 입체 영상들은 모두 반짝
인기를 얻는데 그치고, 관련 기술의 부족으로 그 인기
가 다시 시들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2009년에 개봉한
3차원 영화 ‘아바타’가 성공한 이후, 3차원 영상 산업
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아바타’가 선보인 3차
원 영상의 매혹은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관객들은 3차
원 영화가 더 비싸더라도 기꺼이 관람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흥행에 고무된 영화사들은 3차원 영화 프로젝
트를 쏟아내었다. ‘아바타’는 영화계 뿐만 아니라 실생
활의 여러 부분을 바꾸어놓았다. 이제는 3차원 TV가
가정에 보급되고, 3차원 게임을 하는 일이 익숙한 풍
경이 되었다. 최근에는 3차원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스
마트폰도 출시되었다. 이렇게 3차원 영상 산업이 커짐
에 따라 3차원 영상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3차원
영상 처리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3차원 영상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체

호요성

감 인지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
람은 약 6.5cm 정도 떨어진 두 눈을 통해 사물에 대
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때 두 눈의 거리 차이로 인
해 서로 다른 영상이 망막에 맺히게 되고 이 영상은 시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망막에 맺힌 상은 이미 3
차원 정보를 잃어버린 2차원 영상이기 때문에 3차원
정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뇌는 경험적 요인과 생리
적 요인으로 구성된 3차원 정보 복원 시스템을 통해
두 영상을 융합시켜 본래의 3차원 장면을 구성하다[1].
이와 같은 원리가 충족되는 3차원 영상 처리는 그림 1
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영상 처리를 위한 영상 획득,
전처리, 깊이 획득 및 가상 시점 생성 과정, 데이터 압
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3차원 영상 콘텐츠 획득 및 전처리 과정
3차원 영상 콘텐츠는 앞에서 제시한 사람이 입체감
인지하는 방법에 맞게 획득된다. 이 장에서는 영상 획
득을 위한 두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이
방법들 외에도 단안 깊이단서를 사용하여 기존의 2차

그림 1 3차원 영상 처리 구조도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전자정보융합과학단 기획과제에서 지원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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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 이동축 방식

(b) 직교식 카메라
그림 2 양안식 카메라 종류

원 콘텐츠를 3차원으로 변화하는 방법도 사용된다[2].
2.1 영상 획득
2.1.1 양안 카메라 시스템

(c) 연동형 리그 방식

상황에 따라 수평식과 직교식을 짧은 시간에 변환할
수 있다[5].
2.1.2 다시점 및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

양안식 카메라는 기존 2차원 카메라 2대를 사용하여

양안 카메라의 경우 인간의 시각에 적합한 두 개의

만드는데 그 작동 방식에 따라서 평행축, 교차축, 수평

시점만 제공하였다.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의 경우 사용

이동축, 직교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

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점을 선택하여 시청하도록 서비

이 존재한다[3]. 렌즈와 센서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스하는 것으로 다양한 시점 제공을 위해 여러 대의 카

광축이라고 하는데, 평행축 방식은 두 광축이 평행하며,

메라가 필요하다. 여러 대의 카메라는 주로 평행 형태

센서에 맺히는 두 영상 간의 시차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나 수렴 형태로 배열되며, 카메라를 일적선상으로 배치

구현한다. 이 방식은 간단한 반면에 시차 변화에 적응

하면서 수렴점을 가지도록 배열하는 평행-수렴형 배열

이 안된다. 교차축 방식은 광축을 회전할 수 있게 하여

도 사용된다. 카메라를 1차원으로 배열했을 경우 각 시

물체에 주시점을 맞추는 방식인데, 주시각 제어가 가

점간에는 수평 시차를 가지게 되며, 2차원으로 배열했

능하고 비교적 간단히 만들 수 있지만 센서면이 광축

을 경우에는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각각 시차를 가진다.

에 수직이 아니므로 화면의 좌우 높이의 차에 의한 사

모든 카메라는 다시점 동기화 장치를 거쳐 각 카메라에

다리꼴 왜곡이 발생한다. 수평이동축 방식은 렌즈와 이

대한 저장 장치로 연결되며, 이와 같은 시스템을 다시

미지 센서가 고정되지 않고 미소한 간격을 좌우 대칭

점 카메라 시스템이라 부른다.

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서 주시각 제어 효과를 낸다[4].

촬영하는 장면이나 물체의 깊이 정보를 직접 획득하

이 방식은 교차축에 비해 왜곡이 적고 정밀한 주시각

는 장치로 깊이 카메라를 들 수 있다. 깊이 카메라는

제어가 가능하여 눈의 피로감이 적은 영상을 만들 수

Time-of-flight(TOF) 기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물체의

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상의 어려움이 존

깊이 정보를 쉽게 얻는다. TOF 카메라에서는 적외선이

재한다. 직교식 카메라 방식은 카메라를 직교하게 배

물체에 반사되어 센서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물

열한다. 이 방식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가지 방식을 각

체의 깊이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깊이 카메라로부터

각 다 적용이 가능하다. 직교식 카메라의 경우는 사람

획득된 깊이 정보는 일반 카메라로부터 얻는 깊이 정보

의 양안간격과 같은 6.5cm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촬영 환경이 제한적이고 촬영

고안되었다. 수평배역의 경우 카메라의 크기 때문에
좁은 간격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직교식 카
메라의 경우 양안 간격을 하프미러를 이용하여 0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수평식과 직교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연동형 리그도 나왔다[5]. 리그란 3차
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두 대의 카메라를 연결
해주는 장비이다. 리그는 렌즈 두 개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렌즈 조절부와 각도, 간격, 상하, 회전을 조작
할 수 있는 리그 조절부로 구성된다. 이 방식은 렌즈
특성상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를 보정할 수 있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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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탠포드 대학
카메라 시스템

(b) 광주과학기술원 카메라 시스템

그림 3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

그림 5 다시점 영상 정렬화
그림 4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

정에서 기하학적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이다. 기하학적

영된 영상에 잡음이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
아 있다.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대
안이 될 수 있다. 다시점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를 결합
한 형태로써, 다양한 시점에서의 영상과 3차원 깊이 정
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으로 촬영된 영상의 경우, 깊이 카메라로부터 획
득한 깊이 정보와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구한 깊이
정보를 결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깊
이 카메라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점의 깊이 지도를
생성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6]. 그림 4에서는 광주과
학기술원에서 제안한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의 두가지
구성을 보여준다[6,7]. 이들은 다시점 카메라, 깊이 카
메라, 동기화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제안하는 시스템들
은 매 프레임마다 다시점 카메라에서 획득한 다시점 영
상과 깊이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깊이 영상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깊이 카메라의 깊이 정보 측정 거리는 약 0.5~
5m이다.

오차는 영상 사이에 상응하는 점들의 수직 좌표와 수
평 변위가 일정한 값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문제로써, 깊이 정보 생성이나 중간 영상 합성 등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획득된 영상에서 정렬화를
수행하면 이상적인 배열에서 얻은 것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9].
2.2.2 렌즈 왜곡 보정

보통 카메라를 사용하여 3차원 장면을 촬영할 때,
실제 장면에서는 직선의 형태를 가진 물체가 촬영된 영
상에서는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렌즈 왜곡이
라고 한다. 렌즈 왜곡은 디지털 영상 처리 전반에 있어
서 많은 부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림 6은 렌즈 왜곡의 발생과
보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렌즈의 왜곡된 성분을 추출
하기 위해서 격자무늬 패턴 영상을 사용하는데, 이를
분석하여 왜곡에 관련된 변수를 구하여 보정한다[10].
영상의 변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빈 영역은 주변
값들의 평균을 취하여 채운다.

2.2 전처리 과정
2.2.1 카메라 보정 및 정렬화

획득된 영상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보정(camera calibration)을 수행한다. 카메라 보정은 각
카메라에서 촬영된 2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물
리적 특성 및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카메라 변수(camera parameter)를 구하는 과정이다[8]. 카메라 보정을
통해 다시점 깊이 카메라와 다시점 카메라의 내부 행
렬 Ks, K l, 회전 행렬 Rs, Rl, 이동 행렬 t s, t l을 추정한
후, 각 카메라에 대한 투영 행렬인 Ps, P l을 계산한다.
식 (1)과 (2)는 계산한 투영 행렬을 각각 보여준다.
     

(1)

     

(2)

카메라를 보정한 뒤에는 영상간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한 영상 정렬화(image rectificatition) 과정 이 필요하
다. 영상 정렬화는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배치하는 과

그림 6 렌즈 왜곡 보정 결과

2.2.3 색상 보정

색상 보정은 영상간에 존재하는 색상 차이를 최소화
하여 각 시점간의 상관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보통 촬
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물리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색상 차이를 적절히 보정하면 시점간의
색상 상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색상 기반의 영상 처리
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11]. 일반적으로 카메라 특성
에 기반을 둔 다시점 영상 색상 보정방법이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기준이 되는 참조시점 영상을 선택하고 이
영상과 다른 시점 영상간의 대응점을 특징점 기반 대응
점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한다. 추출된 색상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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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정 전

(b)보정 후
그림 7 다시점 영상 색상 보정

들을 기반으로 상대적인 카메라 특성을 모델링하고 비
선형 순환법을 이용하여 내부 계수들을 계산한다. 이렇
게 유추된 모델을 통해 RGB 채널의 색인표를 만들고
색상 매칭 과정을 통해 보정시점 영상의 색상을 보정하
게 된다[12].

3. 3차원 깊이 정보 획득 및 가상 시점 생성 기술
3.1 깊이 정보 획득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입력 영상으로부터 3차원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깊이 정보는 스테레
오 정합과 같이 영상의 2차원 특성만을 이용하는 수동
적인 방법이나 깊이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직접 이용
하는 능동적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앞에
서 소개한 복합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여러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한층 더 정확한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1.1 스테레오 정합 기술

인간 시각 체계는 양쪽 눈으로부터 얻은 영상의 변
위차로 깊이 정보를 추정한다. 스테레오 정합은 인간 시
각 체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접목한 것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3]. 스테레오 정
합에서는 영상 정렬화가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한
다. 깊이 정보는 멀리 있는 물체는 좌영상과 우영상에
서 시차가 작게 발생하는 반면, 가까이 있는 물체는 시
차가 크게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변위를 이용한 실제 깊이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해
진다. 두 대의 카메라가 각각 Cl, Cr에 위치하고, 두 카

메라의 광축이 z축 방향으로 평행하다고 가정을 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의 한 점 P는 좌
측 카메라의 영상 평면에서 (xl,y)에 사상(mapping)되고,
우측 카메라의 영상 평면에서 (xr,y)에 사상된다. 그렇다
면, xl과 xr의 차이는 변위 d가 되고, 다음 비례식을 통
해 실제 깊이 정보 Z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Z =

Bf
Bf
=
xl − x r
d

여기서 B는 두 카메라의 거리, f는 카메라의 초점 거리
를 나타낸다.
스테레오 정합 방법은 변위 계산 방법에 따라 크게
지역적인 방법과 전역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지역적 방법은 계산 속도가 빠른 반면, 화소
별로 각각 대응점을 찾기 때문에 폐색(occlusion) 영역,
반복되는 텍스쳐 혹은 텍스쳐가 없는 영역, Non-Lambertian 평면 등 정보가 모호한 영역에서는 성능이 저하
되는 단점이 있다. 전역적 방법은 주변의 정보를 같이
활용하여 영상 전체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계산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된다. 대표적인 전역적 방법으로는 마르코프 랜덤
필드(Markov Random Field, MRF) 모형을 들 수 있는
데[14], 이 방법은 입력 영상을 이용하여 필드를 구성하
고 최소 에너지를 구하여 변위를 계산한다. 따라서, 필
드를 구성하는 방법과 최소 에너지 함수를 정의하는 것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한다. 최근에는 전역적 방법
이 지역적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
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 접근 방법을 따르고 있다[15,16].

좌영상
우영상
좌영상
우영상
(a) 멀리 있는 객체
(b) 가까이 있는 객체
그림 8 변위와 깊이 정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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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 방법에 속한다. 깊이 카메라는 장면의 깊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잡음과 왜
곡이 발생하고 색상 영상과의 상관도도 떨어진다. 또
한 해상도도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따
라서 다시점 깊이 영상에 후처리 작업을 수행한 후, 이
를 다시점 색상 영상과 조합하여 3차원 깊이 정보를
생성한다. 깊이 카메라로부터 얻은 각 시점에서의 초

(a) 색상 영상

기 변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테레오 정합의 결과는
깊이 카메라 정보가 없이 구해진 기존 방법의 결과 보
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다
섯 개의 HD 카메라와 세 대의 깊이 카메라를 이용해
서 깊이 정보를 생성하였다[18]. 그림 10과 11은 각각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
(b) 변위 지도
그림 9 스테레오 정합을 이용하여 얻은 변위 지도

그림 9는 전역적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변위 지도의 결
과를 보여준다[17].

상과 깊이 지도를 생성한 결과를 보여준다.
3.2. 가상 시점 생성
각 시점에 대한 깊이 정보를 얻은 뒤에는 주변 시점
의 영상을 이용하여 임의의 중간 시점에서의 영상을 만

3.1.2 다시점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깊이 정보
생성

들 수 있다. 이때 이미 생성된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점 색상 카메라와 다시점 깊이 카메라를 이용

뒤에 원하는 시점으로 다시 사상하는 동작을 3차원 워

하여 3차원 장면의 깊이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은 복합

핑(warping)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3차원 공간으로 보낸

그림 10 실험에 사용된 영상

(a) 깊이 카메라 정보 없이 얻은 결과

(b) 다시점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
그림 11 깊이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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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좌영상 → 가상 시점
(b) 우영상 -> 가상 시점
그림 12 참조 시점에 따른 시점 합성 결과

시점의 좌우 영상, 혹은 더 많은 시점으로부터 워핑된
영상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시점의 영상을 생성한다. 이
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시점에서의 영상은 카메라로 직
접 촬영된 영상과 더불어 자유로운 시점 이동과 함께
입체적인 3차원 영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상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좌영상과 우영상 각
각을 가상 시점으로 이동한다. 변위 영상을 이용한 시
점 이동은 기하학적인 차이로 인해 시점 이동 과정이 정
확하게 일대일 사상(mapping)이 되지 않고, 또한, 원영
상에서는 가려져 있던 부분이 가상 시점으로 시점 이동
되면서 드러나는 영역, 즉, 비폐색(disocclusion)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빈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2는 참
조 시점에 따른 시점 합성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2(a)
와 같이 좌영상 만을 이용하여 시점 합성을 할 경우, 빈
영역이 객체의 오른쪽 영역에 존재하고, 그림 12(b)와
같이 우영상 만을 이용할 경우, 빈 영역이 객체의 왼
쪽 영역에 존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는 좌우영상을 모두 이용하여 빈 영역을 채운다.
빈 영역은 가상 시점의 위치에 따라, 가상 시점으로
부터 가까운 시점에 가중치를 높게 하는 가중합으로
영상을 통합하는 영상 혼합(view blending) 방법을 사용
한다. 영상 혼합 과정을 통해 합성 영상의 대부분의 영
역이 채워지지만, 여전히 변위값의 오차 또는 비폐색
영역으로 인한 빈 영역이 남아있게 된다. 이같은 경우
에는 빈 영역의 주변값을 고려하는 영상 보간법이나

인페인팅(inpainting)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빈 영역을
채우게 된다[19,20]. 그림 13은 모든 과정을 마친 최종
합성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13 최종 합성 결과

그림 14 다시점 비디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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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원 영상의 압축
여러 과정에서 얻은 다시점 비디오와 각 시점에서
의 깊이 정보는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압축 부호화된
다. 이는 다시점 영상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상관도를
고려하여 카메라 수의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데
이터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21]. 다시점 비디
오 부호화(multi-view video coding, MVC)는 MPEG과
JVT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여 일부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22].
대게 다시점 비디오는 시점간의 상관도가 높기 때문
에 이를 이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인다. 최근 다시점
색상 정보만을 부호화하거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생
성된 중간 영상을 색상 정보의 부호화에 이용하는 방
법, 다시점 비디오와 깊이 정보를 함께 부호화하는 방
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림
14는 일반적인 다시점 비디오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
여준다.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는 H.264/AVC 표준을 기반으
로 인접한 영상 사이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압축 효율
을 높인다. 이를 위한 계층적 B화면과 시점간 예측을

그림 15 계층적 B화면을 이용한 예측 구조

이용하는 예측 구조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그림 15
는 다시점에서 계층적 B화면을 이용해 시점 간 상관도
를 예측한 구조이다[23]. 세로축의 S0~S7은 #번째 시
점을, 가로축의 T0~T11은 #번째 화면을 의미한다. 화
살표는 화면 간의 참조 관계를 나타낸다.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영상 처리 기술의 전반적인 내
용을 살펴보았다. 3차원 영상은 2차원 영상과 달리 사
용자들에게 현장감과 실제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
의료, 영화, 게임 등의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응용될 수

[ 5 ] TODAY C&T 홈페이지, http://www.today3d.co.kr/
contents/sub0204.php
[ 6 ] E. Lee, S. Kim, Y. Jung, and Y. Ho, “High-resolution Depth Map Generation by Applying Stereo Matching Based
on Initial Depth Information”, Proc. of 3DTV Conference,
pp.201-204, 2008.
[ 7 ] Yun-Suk Kang, Yo-Sung Ho, “High-quality Multi-view
Depth Generation Using Multiple Color and Depth
Cameras”, International Workshop on Hot Topics in
3D, pp.1405-1408, 2010.
[ 8 ] Z. Zhang, “A Flexible New Technique for Camera Calibra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22, No. 11, pp.1330-1334,
2000.
[ 9 ] Yun-Suk Kang, Yo-Sung Ho, “An Efficient Image Rectification Method for Parallel Multi-Camera Arrangement”, IEEE Transactions on Consumer Electronics,
Vol. 57, paper No. 3, pp.1041-1048, 2011.
[10] 호요성, 이은경, 강윤석, “다시점 카메라와 깊이 카메
라를 이용한 3차원 영상 생성 방법”, 한국콘텐츠학회
학회지, 제8권, paper 제1호, pp.12-17, 2010.
[11] 정재일, 호요성,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을 위한 상대
적 카메라 특성 기반 색상 보정법”,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0권, paper 제6호, pp.1004-1016, 2010.
[12] Jae-Il Jung, Yo-Sung Ho, “Color Correction Method

있다. 앞으로 3차원 비디오의 실용화 기술에 대한 연구
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며, 자유시점 TV, 3차원
TV, 휴대 단말기 분야와 DMB 등의 사업 분야에서도
그 활용이 기대된다. 차세대 멀티미디어의 핵심 기반

[13]

으로 자리매김한 3차원 영상 서비스의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체계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
[14]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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