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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안 디지털 카메라(주 카메라)에 크기와 성능이 다른 이종의 보조 카메라 모듈을 추가하여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하

고 활용하는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는 보조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

가 작고 저가인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스테레오 카메라의 제작 단가를 낮추고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모듈로부터 획득한 이종 스테레오 영상은 영상의 화각, 해상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종 스테레오 영상을 스테레오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안한 시스템은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의 기하학적 분석을 통해 이종 스테레오 영상을 일반 스테

레오 영상으로 변환하는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로 정합을 통하여 얻은 스테레오 영상의 품질을 분

석하고 응용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제안 시스템의 성능과 활용성을 평가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hybrid stereoscopic camera system which acquires and utilizes stereoscopic images from two 
different camera modules, the main-camera module and the sub-camera module. Hybrid stereoscopic camera can effectively reduce 
the price and the size of a stereoscopic camera by using a relatively small and cheap sub-camera module such as a mobile phone 
camera. Images from the two different camera modules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aspects of color, angle of view, 
scale, resolution and so on. The proposed system performs an efficient hybrid stereoscopic image registration algorithm that 
transforms hybrid stereoscopic images into normal stereoscopic images based-on camera geometry. As experimental results, the 
registered stereoscopic images and applications of the proposed system are shown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and the 
functionality of the proposed camera system.

Keyword : stereoscopic camera, hybrid stereoscopic camera, hybrid stereoscopic image registration

Ⅰ. 서 론

스테레오 카메라는 3차원 영상 처리 기술의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상획득 장치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스테레오 영상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영화 및 방송 관

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스테레오 콘텐츠를 제작

하는 장비와 기술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2차원 영상의 경우와 같이 사

용자가 직접 스테레오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3차원 영상 산업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하여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소형 스테레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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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응용 기술

이종 스테레오
영상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깊이 정보 추출 2차원 영상 개선

- Out of focus

3차원 디스플레이
- 자동 시차 조절

그림 1. 제안된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 흐름도
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hybrid stereoscopic camera system

메라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상용화된 스테레오 카메라는 전문적인 3차원

영화와 방송 제작을 위한 카메라가 대부분이며, 크기가 크

고 무겁고 매우 고가이다. 몇몇 소형 디지털 스테레오 카메

라가 상용화 된 적은 있었지만 3차원 영상 산업이 성숙하기

이전에 출시되어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후지필

름이 3차원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소형 디지털 스테레오 카

메라를 출시하면서 소형 스테레오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1]. 또한 파나소닉은 기존의

휴대형 단안 카메라와 캠코더 제품으로 스테레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환 렌즈를 출시하였다
[2,3].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스테레오 카메라가 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프로세서를 갖춘 일체형 카메라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일체형 카메라가 아닌 두 대의 2차원 카메라를 기구

물(Rig)에 부착한 형태의 스테레오 카메라는 크기가 크고

무거운 단점이 있다. 소형 스테레오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

한 또 다른 문제는 렌즈와 센서의 크기이다. 일반적으로 물

리적으로 작은 크기의 렌즈와 픽셀 크기가 작은 센서를 사

용하면 한 픽셀이 받아들이는 피사체의 정보가 적기 때문

에 고품질의 사진 촬영이 어렵다
[4]. 스테레오 카메라의 경

우 양안시차를 가지는 영상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두 개의 렌즈와 센서를 사용한다. 고성능 렌즈를 사

용하면 고품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는 있으나 렌즈와 카메

라의 크기가 커져서 휴대성과 디자인 면에서 불리하며 카

메라 제작비용도 높아지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조

건은 소형 스테레오 카메라가 선택할 수 있는 렌즈와 센서

의 크기에 제약 조건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과 제약 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단안 디지털 카메라에 크기와 특성이 다른

이종의 보조 카메라 모듈을 추가하여 스테레오 영상을 획

득하고 활용하는 이종(hybrid)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는 보조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저가인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스테레오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카메라의 제

작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카메라에

사용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주 렌즈를 사용

하기 때문에 2차원 영상의 품질을 기존과 같이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와 모듈로부터 획득

한 이종 스테레오 영상은 영상의 화각(field of view, FOV), 
해상도(resolution)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종 스테레오

영상을 스테레오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기술은 대부분 두 좌우 카

메라의 화각이 서로 같고 해상도만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한

다
[5]. 따라서 기존의 방법은 저해상도 영상을 초 고해상도

영상으로 변환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종 스

테레오 카메라에 대한 다른 연구로 한 대의 주 카메라와

두 대의 보조카메라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
[6]. 두 대의 보조

카메라는 하나의 스테레오 카메라로 사용되어 깊이 영상을

획득한다. 획득된 저해상도의 깊이 영상은 고해상도의 주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깊이 영상으로 변환된

다. 이 때, 해상도 변환 방법은 joint bilateral upsampling 
(JBU) 방법이 사용된다

[7]. 이와 비슷한 연구로 스테레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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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로 활용된 두 대의 보조 카메라 대신 Time-of- 
Flight(TOF) 방식의 깊이 센서를 보조 카메라로 활용하는

방식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8-11]. 

본 논문에서는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의 기하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화각과 해상도가 다른 이종 스테레오 영상을 일

반 스테레오 영상으로 변환하는 이종 스테레오 정합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더불어 정합된 영상으로 깊이 정보를 추

출하고 이용하는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응용 기술을 제시

한다. 그림 1은 제안된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의 흐

름도를 보여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하

는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자세히설명한다. 4장에

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특성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스

테레오 카메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

인 스테레오 카메라는 식(1)과 같은 두 개의 핀홀(Pinhole) 
카메라 모델로설명할 수 있다. P와 P′을 스테레오 카메라

의 두 카메라라고 하면 두 카메라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12].

P K IO  P′ K′ It t  tu   T (1)

이 때, K, K′은 각각 두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이며, 두
카메라의 외부파라미터 중 회전(rotation) 성분은 단위행렬

(identity matrix) I로 서로 같고, 이동(translation) 성분은 카

메라 P′이 다른 카메라 P로부터벡터 t만큼이동한 형태를

가진다. 이동성분벡터 t는 수평좌표 tu만 존재하므로 카메

라 P′은 카메라 P로부터 수평방향으로 tu만큼평행하게 위

치한다.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와 스테레오 카메라의 유일한

차이점은 내부 파라미터 K, K′에 존재한다. 두 카메라의 내

부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부 파라미터 K와 K′는
3X3크기를 가지는 행렬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K










u s ou
 v ov
  

K′










′u s′ o′u
 ′v o′v
  

(2)

여기서 u v와 ′u ′v는 각각 두 카메라의 수평, 

수직 초점거리를 각 카메라의 픽셀단위로 표현한 값이다. 
s와 s′은 두 카메라의 skew 파라미터 이고, ou ov ,와
o′u o′v는 각각 두 카메라 영상의 중심좌표의 수평, 수직

성분을 나타낸다. 두 카메라의 skew 파라미터 s와 s′을 0
으로 가정하고, 두 카메라 영상의 중심 좌표는 영상 해상도

의 절반이라고 가정한다. 픽셀단위로 표현한 초점거리는

각 카메라의 센서가표현하는 단위길이당픽셀 수(pixels/ 
mm)와 초점거리(mm)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식(2)
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K










fmu  ru
 fmv rv
  

K′










f′m′u  r′u
 f′m′v r′v
  

(3)

여기서 f와 f′은 각 카메라의 초점거리(mm)이며, 
mumv과 m′um′v은 각 카메라의 센서가표현하는 수

평, 수직방향단위길이당픽셀 수(pixels/mm)를 나타낸다. 
또한 ru rv와 r′u r′v는 각 영상의 수평, 수직 해상도

를 나타낸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경우 두 카메라의 해상

도, 센서 크기, 초점거리가 서로 같고, 이종 스테레오 카

메라의 경우는 두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서로 다르고, 초
점거리와 해상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K K′  K≠K′   (4)

식(4)로 부터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는 두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가 서로 다른 스테레오 카메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종 스테레오 영상의 가장큰특성은 두 영상의 화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의 화각은 센서 크기와 초점거

리의 함수로 나타낼수 있으므로, 이종 스테레오 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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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평, 수직 화각 AuAv와 A′uA′v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Au arctanf

du  Av arctanf
dv 

A′u arctanf′
d′u  A′v arctanf′

d′v 
(5)

이 때, du dv와 d′u d′v은 각 카메라의 수평, 수직 유

효 센서의 크기(mm) 이다. 유효 센서의 크기는 해상도와

센서의 단위 길이 당픽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du  mu

ru
 dv  mv

rv

d′u m′u
r′u
 d′v m′v

r′v (6)

식 (5)에서 유효 센서 크기와 초점거리의 비가 영상의

화각의 크기를 결정하며, 유효 센서의 크기와 초점거리의

비가 서로 다를 경우 두 카메라 영상의 화각이 다르게 결

정된다.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또 다른 특성은 두 영상의

해상도 차이와 색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특성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종 스테레오 영상을 스테레오 영상으로 변환하

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영상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2. 이종 스테레오 영상
Fig. 2. hybrid stereoscopic images

Ⅲ.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기술

1.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기술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기술은 이종 스테레오 영상을

스테레오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그림 3은 제안하는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과정은 화각 보정, 해상도 보정, 
color balancing의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화각 보정을 하

기 위하여 화각이 다른 영상 보다 큰 영상에 디지털 줌

(digital zoom)을 적용하여 화각이 서로 같도록 보정한다. 
주 카메라의 화각이 보조 카메라의 화각 보다클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설명을 위해 보조 카메라 P′의
화각이 카메라 주 카메라의 P의 화각 보다 크다고 가정한

다. P′의 수평, 수직 화각 A′uA′v은 각각 카메라 P의
수평, 수직 방향화각 Au A′tuAv A′tv로 보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5)로부터 다음 식을 유도할 수 있다.









A′tu Au f′

d′tu
f
du

A′tv Av f′
d′tv
f
dv (7)

식(7)을 살펴보면 두 카메라의 유효센서 크기와 초점거리

의 비를 같게 유지시키면 화각도 서로 같게 유지되므로 화각

보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의

보조 카메라의줌(zoom) 능력과 주 카메라의줌능력이 서

로 다르므로 유효 센서 크기와 초점거리의 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화각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식(7)을
식(6)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디지털 줌으로 확대 되어야 할

영역의 해상도 r′tu  r′tv 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r′tu fmu

ru f′m′u
u
ru′u

 uru
r′tv fmv

rv f′m′v
v
rv′v

 vrv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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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balancing해상도 보정화각 보정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깊이 정보 추출
이종 스테레오

영상

보정 화각 측정 영상 중심 보정
Image 

Cropping

초점 거리 변화
모델링

그림 3. 제안된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알고리즘 흐름도
Fig. 3. Flowchart of the proposed hybrid stereoscopic images registration algorithm

utu AA' =uA'

ur'
tud'

f'

화각 변환:

tur'

tvr'

vr'

ud'

On Sensor On image

그림 4.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화각 보정
Fig. 4. FOV compensation

제안된이종영상의화각보정알고리즘은그림 4를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r′tu r′tv의 크기로 카메라 P′로 촬영한 원

본 영상을 영상 중심을 기준으로잘라내면 카메라 P와 화각

이 같은새로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식(8)에서 두 카메라

의픽셀 단위의수평, 수직 초점거리 u v와 ′u ′v를
알면 보정될화각 영역해상도 r′tu r′tv를 획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정지영상의 경우 카메라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영상헤더 정보를 이용하면 촬영한 영상의 초점거리를 알 수

있고, 두 카메라 센서의 픽셀 크기도미리 획득할 수 있으므

로, 촬영시줌조작으로인하여초점거리에변화가발생하더

라도 u v와 ′u ′v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

카메라 사용되는줌구동모터의 정확성이 낮으므로 영상헤

더에 기록된 초점거리 정보는 화각 보정에 요구되는 정밀도

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한동영상의 경우헤더에 초점 거리

정보가없다. 따라서 정확한 초점거리를측정하기 위해서 카

메라 칼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13-15]. 본 논문에서는

Hatze가 제안한 카메라 칼리브레이션(cali- br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15]. Hatze의 방법은 회전 매트릭스의 직교성을 보

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라미터예측에 유리하다. 서로 다른

스테레오 카메라의 경우 해상도와 센서의 단위길이당픽셀

수가 다르므로 서로 같은 단위의 초점거리를 얻으려면칼리

브레이션후 얻어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변환해야 두 카메라

의 정확한 초점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 

f′  ′um′uf  umu or f′  ′vm′vf  vmv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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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 모델링 차수 변화에 따른 화각 보정 스케일 오차: (a) 모델링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오차, (b) 모델링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오차
Fig. 5. FOV compensation errors (a) residual errors according to the highest order for training data, (b) residual errors according to the highest 
order for test data

그러나 화각 보정 스케일u v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식 (8)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카메라의 픽셀 단위의

초점거리 u v와 ′u ′v이므로 일반적인 스테레오

카메라 칼리브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변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카메라의 모든줌구간의 초점거리를측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보조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고정이라

고 가정하면, 주 카메라의줌구간에서 영상의헤더 정보에

대응하는 몇 개의 정확한 픽셀 단위의 초점 거리 샘플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한 샘플을 이용하여 수직, 수평 방향

화각 보정 스케일u v을 식 (8)을 이용하여 얻는다. 하

드웨어에서 제공하는 초점거리 fh와 대응하는 화각 보정

스케일 u v을 가지고 있으므로, fh와 u v의 관계

를 식(10)과 같이 다항식(polynomial)으로 모델링할 수 있

다. 이는 렌즈의왜곡계수를줌구간에 따라 모델링한 기존

연구와 유사한 접근 방법이다
[16]. 기존 연구는줌렌즈의줌

구간에 대하여 몇 개의 렌즈 왜곡 계수 샘플을 측정하고

이를 모델링하여 전체줌구간의왜곡모델을 획득하는 연

구지만, 본 논문에서는왜곡계수 대신줌구간에 따라달라

지는 화각 보정 스케일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u i  

n
i fhi

v i  
n
i fhi

(10)

여기서 i , i는 수직, 수평방향 화각 보정 스케일 모델

의 계수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수직, 수평방향

픽셀크기는 서로 같은 크기를 가지므로, 수직, 수평 방향

단위 길이당 픽셀 수도 서로 같다mu  mv m′u  m′v. 
따라서 식 (8)로부터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화각 보정 스케

일도 같은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

평방향스케일만을 이용하여 화각 보정 모델을 획득하였다.
그림 5는 모델링차수 변화에 따른 화각 보정 스케일 모

델링의 오차를 보여준다. 그림 5의 (a)는 모델링을 위해 사

용한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보여주고, (b)는 모델링에 사용

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보여준다. 차수를

증가시킬수록, 모델링에 사용된 데이터에는 잘 부합하는

모델을 얻을 수 있으나, 모델링에 사용하지 않은새로운데

이터의 오차는 4차 이후부터 일정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화각 보정 스케일 모델링을 위한

다항식 모델의 차수를 4차로 결정하였다.
화각 보정 영역의 해상도를 구한 후에는 해당영역을잘

라내기 위하여 영상 중심을찾아야 한다. 정확한 영상 중심

을찾지 못하면잘라낸스테레오 영상의 정렬(alignment)이
맞지 않아 스테레오 콘텐츠에 화질 저하를 발생시킨다. 특
히 스테레오 영상의 수직정렬(vertical alignment)은 스테레

오 콘텐츠 품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상 중심은 초점

거리 변화 시 렌즈와 카메라의 특성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17]. 모든 초점거리 변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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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심 이동을측정할 수없고 렌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동경향을 보임으로 모델링도쉽지 않다. 이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움직임 벡터 측정을 이용한 영

상 중심 보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Sum of Absolute Difference(SAD)를 이용한 움직임 벡터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SAD를 이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측정할 때 두 영상의 해상도와 화각이 같아야 하므로측정

할 영상의 해상도와 화각을 임의의 영상 중심을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초기 화각 보정을 수행한다. 초기 화각 보정 후

SAD를 이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측정하고 측정한 움직임

벡터의 수직 성분을 적용하여 새로운 화각 중심을찾아 최

종 화각 보정을 수행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P ′의 영상을임의의 영상 중심을 기준으로 화각 보정

을 수행한다. 이때임의의 영상 중심은 원본 해상도의

중심r′u r′v으로 하고 보정 화각 r′tu r′tv  크기

로 잘라낸다.
(2) P로 획득한 영상도 해상도가 r′tu r′tv의 크기를 가

지도록 해상도 변환을 수행한다.
(3) (1)과 (2)를 통해 초기 화각 보정된 두 영상에 SAD를

이용한움직임예측을 수행하여움직임벡터mumv
를 찾는다.

(4) 움직임 벡터의 수직 방향 성분 mv를 이용하여 새로

운 영상 중심좌표 r′ur′vmv를 획득하고 이를

기준으로 P′  영상을 r′tu r′tv의 크기로 잘라낸다.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의 나머지 과정은 비교적 간단

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6에서 화각 보정된 카

메라를 P′t라 하면 P′t의 영상은새로운 해상도r′tu r′tv를
가지므로 P의 영상과 해상도가 같도록 크기 변환을 수행하

여야 한다. 소형 스테레오 카메라의 하드웨어가 복잡한 초

고해상도 변환 알고리즘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

로, 논문에서는 비교적 복잡도가 낮은 바이큐빅 보간

(bicubic interpolation)방법을 이용하여 크기변환을 수행하

였다.  

Δf f'

f

tP'

P

D

tD'

tuS'

uS

)r',(r' tvtu

)r,(r vu

그림 6. 화각 보정 후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Fig. 6. Hybrid stereoscopic camera after FOV compensation

정합의 마지막 단계로 color balancing을 수행한다. 화각

보정과 해상도 보정을 이미수행하였으므로 두 영상의 화각

과 해상도는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히스토그램 정합

(histogram matching) 방법을 이용한 스테레오 영상 color 
balancing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18]. Color balancing을
수행하기 위해 영상의 각채널별로 다음 변환을 수행한다. 

I′ ij   ′
 I′ ij  m ′

 m′ (11)

식(11)은 칼라 채널 별로 보조 카메라 영상의 픽셀 값들

의 평균과 분산이 주 카메라 영상의 픽셀 값들의 평균과

분산값과 같은값을 가지도록 보조 영상의 픽셀값을 변환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 ′은 주 카메라 영상과

보조 카메라 영상의 픽셀값들의 표준편차이며, m , m′은
픽셀값들의 평균이다. I′ ij 은 변환된 값, I′ ij 는 변환

되기 전의 픽셀값이다.
 
2.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의 한계

그림 6에서 두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f  만큼서로 다른

것을볼수 있다. 이러한 초점거리의 차이는 원근법에 의하

여 피사체의 크기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두 카메라의 초점

으로부터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D ,D′t이고 촬영되는 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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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7. 초점거리 변화에 대한 정합 결과 (a) 주 카메라 영상 (위부터, 초점거리 10.2mm, 11.6mm, 13.1mm), (b)보조 카메라 영상 (고정 초점거리 8mm 
주 카메라 기준), (c) 화각 보정된 영상(anaglyph), (d) 정합된 3차원 영상(anaglyph)
Fig. 7. Registered images under focal length variation (a) main-camera image(focal length 10.2mm, 11.6mm and 13.1mm from top to bottom, 
respectively), (b) sub-camera image (fixed focal length 8mm respect to the focal length of main-camera), (c) FOV-compensated image(anaglyph), 
(d) registered 3D image(anaglyph)

체의 실제 크기를 Su ,S′tu라 할 때 촬영되는 수평, 수직 방

향 피사체 크기의 오차 esuesv는 다음과 같다.









esu 

S′tu Su
 tan

A′tu ∆f
esv 

S′tvSv
 tan

A′tv ∆f
(12)

여기서 esuesv의 단위는 mm이다. 크기 오차는 항상 수

직, 수평축에 대칭으로 존재하므로 두 카메라에 촬영되는

피사체 크기의 차이의 절반이 된다. esuesv는 주 카메라

의 픽셀의 크기로 다음과 같이 변환될 수 있다.









epu  rus′tu

esu
 ruD

∆f

epv  rvs′tv
esv
 rvD
∆f (13)

식 (13)으로부터 정합된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크기 오

차는 피사체로 부터 주 카메라의 초점까지의 거리에 반

비례하고 영상의 해상도와 두 카메라의 초점거리 차이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D mm , 
∆fmm , ru  ,rv   일 때 수평, 수직 크기 오

차는 각각 epu   픽셀, epv   픽셀만큼차이가난다. 

물리적으로 카메라 위치 또는 초점거리 차이를 보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오차를 보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는 멀

고 초점 거리의 차이는 매우 작으므로 초점거리 차이에 따

른 오차의 영향은 매우 적다.

Ⅳ. 실험 결과

1.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의 성능

실험 영상 획득을 위한 카메라 구성은 보조카메라로 휴

대폰 카메라(삼성 Galaxy S)를 사용하고 주 카메라로 소형

디지털 카메라(삼성 WB2000)를 사용하였다. 그림 7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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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본 3차원 영상과 정합된 3차원 영상의 비교(interlaced), 원본영상(홀수 열), 정합된 영상(짝수 열)
Fig. 8. Comparison of original and registered hybrid stereoscopic images(interlaced), Original 3D image(odd column), registered 3D image(even column)

는 주 카메라 영상으로 위부터 초점거리가 각각 10.2mm, 
11.6mm, 13.1mm일 때의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7의 (b)는
보조 카메라 영상으로 고정된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를 위해 주 카메라 기준으로 변환 했을 때 8mm의 초점

거리를 가진다. 그림 7의 (c)와 (d)는 각각 화각 보정된 영상

과 정합된 3차원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7은 제안한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알고리즘이 다양한 초점거리 변화에도

정확히 동작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8은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원본영상(홀수열)과 정합된 이종 스테레오 영상(짝
수열)을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8에서

원본 영상은 좌우 영상의 화각이 다르기 때문에 3차원 영상

으로 합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정합된 영상은

좌우 두 영상의 대응이잘맞아서 3차원 영상으로서충분한

품질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도 변환 시 보간방법에 따른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적 화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피 실험자는 실험 영상을랜덤으로 제시 받고 1(나쁨)~5(매
우좋음)의 점수를 주도록 하였으며, 실험 영상은 6개의 영

상을 사용하였다. 실험 영상은 정합 후 일정한 비율의 해상

도로 다시 변환하였다. 표 1에 실험 영상의 정합 전/후 해상

도를 나타내었다. 보간 방법에 의한 피로도 이외의 요인을

실험 영상 원본 좌우 해상도 정합 후 좌우 해상도

영상 1 Left: 1920x1080(16:9)
Right: 2560x1920(4:3)

1920x1080(16:9)

영상 2 Left: 1920x1080(16:9)
Right: 2560x1920(4:3)

1920x1080(16:9)

영상 3 Left: 3648x2736(4:3)
Right: 2560x1920(4:3)

2560x1920(4:3)

영상 4 Left: 3648x2736(4:3)
Right: 2560x1920(4:3)

2560x1920(4:3)

영상 5 Left: 1920x1080(16:9)
Right: 1280x720(16:9)

1280x720(16:9)

영상 6 Left: 1920x1080(16:9)
Right: 1280x720(16:9)

1280x720(16:9)

표 1. 주관적 화질 평가 실험 영상의 해상도: 좌-WB2000, 우-Galaxy S
Table 1. list of image resolutions for subjective image quality assess-
ment: Left-WB2000, Right-Galaxy S

가능한 배제하기 위하여 과도한 입체감을 가지지 않은 영

상을 선별하였으며 가능한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한 영상을

실험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사용한 디스플

레이는 55인치삼성 3D TV 이며, 실험에참가한 피실험자

수는 10명이다. 보간방법에 따른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화

질 평가 결과는 그림 9에서볼수 있듯이 보간방법에 따라

뚜렷한 품질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Bilinear와 bicubic 
방법이 nearest neighbor 보간 방법 보다 근소하게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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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10. 이종 스테레오 시스템 응용기술 (a) 주 카메라 영상, (b) 보조카메라 영상, (c) 정합된 주 카메라 영상, (d) 정합된 보조카메라 영상, (e) 깊이영상, 
(f) 아웃포커싱 영상, (g) 자동 주시점 조절 전 스테레오 영상(anaglyph), (h) 자동 주시점 조절 후 스테레오 영상(anaglyph)
Fig. 10. Application of hybrid stereoscopic images (a) orignal image: left, (b) orignal image: right, (c) registered image: left, (d) registered image: right, 
(e) depth map image, (f) out-of-focused image, (g) 3D image before automatic fixation-point control, (h) 3D image after automatic fixation-point control

화질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소형 스테레오 카메라의 하드웨어의 성능을 고려했을 때, 
복잡도가 높은 보간 알고리즘은 본 논문에서 고려하지 않

았다. 그러나 JBU와 같은 경계를 보존하는 효과적인 보간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보다 고품질의 이종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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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보간 방법에 따른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주관적 화질 평가
Fig. 9. Result of subjective video quality assesment according to image 
interpolation methods

2.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응용 기술

다양한 스테레오 영상처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위한 응용 기술로 다음 두 가지

기술을 제시한다. 첫 번째 응용 기술은 자동 주시점 조절

기술이다
[19]. 3차원 영상의 합성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시

차를 가지는 영상은 시각적 피로를 유발한다
[20,21]. 소형 디

지털 스테레오 카메라의 사용자는 주로 3차원 영상 전문가

가 아닌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안전한 3차원 콘텐츠 제작

을 위한 편의 기능이 더욱필요하다. 자동주시점 조절기술

은 스테레오 영상에서 깊이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주

시점을 조절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안전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의 두번

째응용 기술은 깊이 정보를 이용한 재편집기술 중 하나인

초점재조정(refocus) 기술이다. 깊이 정보를 사용하면 영상

을 다양하게 재편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정합된 이종 스

테레오 영상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출하면 깊이에 따라

선택적인 영상처리가 가능하므로배경 영역을 흐리게 보이

도록 필터링하여 초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전경은 선명하고

배경이 흐린 영상을 아웃포커싱(out-of-focus) 영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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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러한 영상은 DSLR과 같은 고성능 카메라로는

촬영이 가능하지만 렌즈와 센서 성능이좋지 않은 소형 디

지털 카메라로는 촬영하기 어려운 영상이다. 제안하는 시

스템은 기존 카메라에 저가의 보조렌즈를 추가함으로써 아

웃포커싱 영상과 같은 고품질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그림

10은 이종 스테레오 시스템의 응용기술을 구현한 결과이

다. 그림 10의 (a)와 (b)는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원본 영상

이고, (c)와 (d)는 정합된 이종 스테레오 영상이다. 그림 10
의 (e)는 (c)와 (d)를 이용하여 획득한 깊이영상이다. 변이

추정을 위한 전처리 작업으로 영상 정렬(image rec-
tification)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23]. 또한 깊이영상을 획

득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본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역

분할 기법과 경계보존 변이평활화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

였다
[24]. 그림 10의 (f)는 (e)의 깊이영상을 이용하여 구현한

아웃 포커싱 영상을 보여준다. 깊이영상을 이용하여 전경

인물과배경을 구분하고배경 영역만 흐려지도록 필터링을

하였다. 이때 전경과배경의 깊이 경계값은 깊이 히스토그

램을 이용하여 수동으로설정하였다. 그림 10의 (g)는 (c)와
(d)를 3차원 영상으로 디스플레이 했을 때의 모습이며, (h)
는 자동주시점 조절을 한 3차원 영상의 모습이다. 그림 10
의 (g)는 전경 인물의 변이가 커서 시청 시 입체감은 좋을

수 있으나 시각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그림

10의 (h)는 (g)에 비하여입체감은떨어질 수 있으나 시각적

으로 보다 안전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안 디지털 카메라(주 카메라)에 크기와

성능이 다른 보조 카메라 모듈을 추가하여 스테레오 영상

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이종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종 스테레오 영상을 스테레오 영

상으로 변환하는 이종 스테레오 영상 정합 알고리즘을 제

안하고 정합 오차를 분석하였다. 정합을 통하여 얻은 스테

레오 영상과 이를 이용한 깊이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이종

스테레오 영상의 응용기술로서 아웃포커싱 영상 기능과

자동 주시점 조절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종 스테레오 영상

에 대한 주관적 화질 평가 실험은 제안한 시스템이 이종

스테레오 영상을 효과적으로 정합하고 정합된 영상이 스

테레오 영상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제안한 시스템은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고 제작비용이 낮

은 소형 스테레오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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