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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3차원 입체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선 시청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작 방법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입체영상 

제작 과정은 경험자의 지식이나 시청자 실험에 기반 한 가이드라인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특정 제작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보

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해선 다양한 카메라 제어 및 시청 환경 요소를 고려한 실험용 입체영상이 제작되

고, 그 실험 영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청자 실험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실험용 입체영상 제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

고, 실험 목적 변경에 따라 변화 요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험용 입체영상 제작을 위해, 상업용 

3D 게임 엔진 저작 툴(Unity3D)에서 운용되고, 깊이예산(Depth Budget) 제어가 쉽게 가능한 입체 카메라 모듈을 구현하고, 
구현된 모듈을 활용한 입체영상의 제작 예를 보여준다.

키워드: 3D 입체영상(3D Stereoscopic Image), 깊이예산(Depth Budget), 유니티3D(Unity3D)

I. 서 론

3차원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및 실시간 영상 편집, 애니메이션, 
3D 저작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3차원 입체영상 기술은 

기존의 고가의 선택 사양에서 현재는 하나의 필수 옵션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양안 시차 기반 입체영상기술이 갖고 있는 근본적

인 시청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휴먼팩터 연구와 3차원 홀로그램 

및 자동입체영상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2][3]. 
하드웨어 기술 개발과 더불어 영상 콘텐츠 제작 측면에서는 보다 

편안한 시청 영상 제작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영상 제작 

단계에서 여러 가지 카메라 촬영 기법과 영상 전체 흐름에 부합하는 

깊이 예산(Depth Budget) 제어가 필요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입체영

상 제어 요소들은 시청 안정 영역에 부합하는 경험적 지식에 따라 

영상 제작 감독 및 편집자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으며, 입체영상 콘텐츠 

및 디스플레이에 따른 시청자 실험 기반의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4][5][6].
일반적으로 입체영상 제작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시청자 실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시청자 실험 진행에 있어 다양한 카메라 및 

환경 변화 요인을 담은  실험용 입체영상들이 필요하게 된다. 실험용 

입체영상 제작은 단기간에 이루지고, 실험의 목적 변경에 따라 변화 

요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 편이 인터페이스 및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상업용 3D 게임 엔진 저작 툴(Unity3D)을 사용하는 

것이 제작 과정상의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nity3D에서 운용되고, 사용자 입력에 기반을 

둔 깊이 제어 카메라 모듈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시청자 

실험 의도에 맞는 다양한 입체 영상의 제작 예를 보여준다. 

II. 깊이 제어 카메라 모듈

1. 카메라 깊이 제어 요소

입체 영상은 두 대의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거나 렌더링된 영상의 

쌍으로 이루어지며, Unity3D 상에서는 왼쪽-오른쪽(Side-by-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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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의 형태로 그림1과 같이 나타난다. 왼쪽-오른쪽 쌍 포맷의 입체영

상에서 중요한 요소는 시청자의 입체감을 결정짓는 깊이차이

(Disparity) 정보이다 [7]. 깊이차이 정보는 왼쪽 영상의 임의의 한 

픽셀에 대응되는 오른쪽 영상의 픽셀 위치간의 절대적 차이 값을 

의미한다. 하나의 입체영상 전체에 있어서의 평균 깊이차이를 일반적

으로 깊이예산(Depth Budget)으로 정의한다.
또 하나의 입체영상의 깊이감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카메라의 시야각(FOV, Field of View)이다. 큰 FOV 일 수 인지적으

로 더 큰 깊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양안 초점 

기능과 같이 입체영상에 활용되는 두 카메라에 해당하는 초점 위치를 

수렴위치(Convergence Point)로 정의한다. 수렴위치를 기준으로 

두 카메라에 보이는 다양한 객체들의 돌출 부분과 후퇴영역이 결정된

다. 그 외에 인간의 양안 차이와 같이, 입체영상 제작 에 활용되는 

두 카메라의 상대적 거리 차에 해당하는 축간격(Interaxial Distance)
이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수렴위치를 갖더라도, 축간격이 클수록 

더 큰 입체감을 느끼게 된다.
카메라를 위한 제어 요소 이외에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콘텐츠 

객체들의 움직임 또한 깊이감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즉, 
동적인 하나의 객체가 고정된 카메라 속에서 뒤에서 앞으로 움직인다

면 입체감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림 1. 입체 카메라에 의한 왼쪽-오른쪽 영상 결과

Fig. 1. A Side-by-Side Stereoscopic Image Pair

2. 깊이예산(Depth Budget) 수치 산출

깊이차이를 알기 위해선 양안 영상의 깊이버퍼 값의 차이로 알 

수 있다. 깊이예산은 정의에 따라 전체 픽셀의 깊이차이 평균값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이는 영상 상에서 크게 차지하는 픽셀 깊이차이 

값에 치중 될 수 있어, 관심 영역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입력을 중심으로 관심 깊이차이

에 해당하는 깊이예산 산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사용자 또는 제작자가 주어진 영상 상에서 관심 깊이차이(DOI, 
Disparity of Interest)를 횡축에서 직접 마우스로 입력 지정하면, 
영상의 가로 크기를 중심으로 비례적인 깊이예산 수치값을 도출한다. 
깊이차이의 관심값을 사용자가 쉽게 입력하기 위해, 기본적인 

Side-by-Side 형식의 영상보다는 양안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적청방식

(Anaglyph)으로의 렌더링 영상을 제공하였다. 그림 2는 적청방식의 

입체영상 상의 DOI 크기 정의의 한 예이다.

그림 2. 적청방식 입체영상에서의 관심 깊이차이 정의 예

Fig. 2. DOI(Disparity of Interest) on an Anaglyph Image

적청방식의 입체영상은 제작자가 쉽게 깊이차이를 예측하면서 

마우스 입력으로 관심 차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표1는 DOI와 영상크기에 따른 깊이예산 산출값을 보여준다.  

Image Width
DOI

(Disparity of Interest)
Depth Budget

1920 40 2.0833

1920 23 1.1197

2560 52 2.0312

2560 30 1.1718

표 1. DOI 입력에 따른 깊이예산 산출값 예

Table 1. Depth Budgets based on DOI Input Values

3. 모듈 인터페이스 및 활용 예

구현된 깊이 제어 카메라 모듈의 인터페이스는 그림 3과 같다. 
기본적으로 1과 2는 입체영상 재생에 사용되는 두 카메라에 대한 

제어요소를 입력할 수 있다. 1은 축간격과 수렴위치를 정의할 수 

있으며, 2는 입체영상 생성방법과 시야각을 정의할 수 있다. 4는 

DOI 입력에 따른 깊이예산 수치 정보를 보여준다. 3은 콘텐츠 제어 

요소로 지정 객체나 카메라를 시간과 거리를 기준으로 방향(위, 아래, 
좌, 우, 앞, 뒤)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그림 4는 3의 콘텐츠적 

제어 요소 변화를 통해 얻은 일련의 실험용 입체영상의 예이다.

그림 3. 깊이 제어 카메라 모듈 인터페이스

Fig. 3. Camera Modul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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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콘텐츠적 제어 요소 변화에 따른 실험용 입체영상 예

(위, 객체의 변화 – 화분의 움직임: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 카메라의 변화 – 화면의 변화: 줌인)

Fig. 4. Stereoscopic Image Sequences for User Test

(Up, Object Control: Left-to-Right Movement)

(Down, Camera Control: Zoom-In)

III. 결 론

본 논문은 다양한 실험용 입체영상 제작을 위한 3D 게임 엔진 

저작 툴, 즉, Unity3D에서 운영되는 입체 카메라 제어 모듈을 구현하였

다. 구현 모듈에는 카메라 제어 요소 및 콘텐츠적 제어 요소를 함께 

저작할 수 있는 입력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구현된 모듈을 통해,

다양한 테스트용 입체영상을 제작하여, 효율적인 시청자 실험과 그 

결과 분석에 따른 제작 가이드라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모듈 구현 오류 수정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에셋 

형태로의 공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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