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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 카메라를 이용한 입체영상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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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ng a Stereoscopic Image from a Monoscopic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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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안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한 여러 장의 영상으로부터 입체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수평으로 이동하며

촬영한 N 장의 프레임 영상중에서 최적의 좌우 입체영상을 먼저 선택한다. 이를 위해 영상의 에지를 추출한 후 에지의 방향을 이용하

여 두 영상의 에지각의 차이인 회전각을 구한다. 또한 영상 투영을 통해 두 영상의 상관관계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동벡터를 얻

는다. 다음으로 최적의 입체영상 두 장을 선택한 후, 회전각 및 이동벡터를 이용하여 선택된 좌우영상을 보정한다. 총 32장의 실험영

상데이터에 제안방법을 적용하였고, 입체영상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관적 시각적 피로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피로도 측면에서는

84 %의 안정적인 입체감을 전달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producing a stereoscopic image from multiple images captured from a monoscopic 
camera. By translating a camera in the horizontal direction, left and right images are chosen among N captured images. For this, 
image edges are extracted and a rotational angle is estimated from edge orientation. Also, a translational vector is also estimated 
from the correlation of projected image data. Then, two optimal images are chosen and subsequently compensated using the 
rotational angle as well as the translational vector in order to make a satisfactory stereoscopic image. The proposed method was 
performed on thirty-two test image set. The subjective visual fatigue test was carried out to validate the 3D quality of stereoscopic 
images. In terms of visual fatigue, the 3D satisfaction ratio reached approximately 84%. 

Keywords : monoscopic camera, camera translation, affine transform, stereoscopic image

Ⅰ. 서 론

최근, 카메라 및 모바일 기기에 부착된 단안 및 스테레오

카메라 폰의 공급으로 많은 단안 및 입체 영상이 제공되고

있다. 더불어 3D 디스플레이도 사용자가 3D입체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급되고 있다.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

체 영상물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기존 단안 카메라

에서 입체 영상물을 제작하여, 부착된 3D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도 3D 콘텐츠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사람 눈

의 간격과 정확히 일치시킨 후 촬영한다면 정교한 입체영

상을 제작할 수 있지만, 양안 간격이 모두 틀리듯이 두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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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카메라의 수평이동으로 얻은 5 장의 영상
Fig. 2. Five images acquired from the translational movement of a camera

라 사이의 간격 등을 정확히 캘리브레이션하기 어려운 단

점이 있다
[1-3]. 반면 실시간 입체 변환의 경우, 한 대의 카메

라로 영상을 획득하므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며 스테레

오 카메라와 같은 정교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

게 된다. 그러나 생성된 깊이 데이터의 품질이 낮으므로, 
만족스러운 입체감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4-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대의 모노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의 품질에 접근할 수 있는 입체영상 제작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순차식 촬영 방식과 유사하게 수평으로 카

메라를 이동하면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다수의 영상을 촬

영한다. 다음으로 얻어진 영상 중에서 입체영상으로 제작

하기에 적합한 두 장의 영상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양안

시차를 고려한 입체영상을 제작한다. 카메라 폰을 손에 들

고 촬영하게 되면 손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안정된 촬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보정작업을

거쳐 입체영상을 제작한다. 
제안 방법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단안

카메라로 부터 얻은 영상을 입체 모니터에서 3D로 시청

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 또한 모노 카메라만 장착된 3D 
폰에서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을 3D로 시청하는 것도 가

능하다. 만일 3D 폰이 아닌 일반 2D 폰에서는 적청

(red-blue) 입체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등 다양한 기

기에서 소프트웨어 응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

한 입체영상 제작 기법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

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3 장에서는 기본적인 변환 파라

메타를 소개한다. 실제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은 4장에

서 자세히 설명된다. 5장에서는 제안 방법으로 얻어진 입체

영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한 주관적 평가실험을 설명하

고, 끝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 방법의 전체 구조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입체영상 생성 방법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tereoscopic image generation

먼저 입력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모노 카

메라를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N (N>=2)장의 영상을 획득한

다. 실험에서는 그림 2와 달리 카메라를 손으로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손 떨림 등의 현상이 발생한

다. 따라서 영상간에는 수직 이동 및 회전 성분이 존재하게

된다. 먼저 임의로 선택된 2장 영상의 애파인 변환(affine 
transform)  파라메타를 계산한다. NC2 개의 경우의 수에서

최소 에러값을 가지는 2장의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영상

보정 및 적절한 양안시차 조정을 거친 입체영상을 생성한

다.
애파인 파라메타를 계산하는 과정은 회전과 이동만을 고

려한다. 영상의 수직 및 수평 에지 성분을 추출하여 에지의

방향성을 계산한다. 에지의 방향에서 주각(principal ori-
entation)을 구한 후 두 영상의 주각의 차이인 회전각

(orientation)을 계산한다. 또한 이동벡터(translation vector)
를 얻기 위해, 각 영상의 수평 및 수직 투영(projection)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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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구한다. 이를 이용하여 영상 간의 상관관계(correla- 
tion)를 계산하여 이동벡터를 얻는다. 이 두 파라메타를 이

용하여 최소 에러를 가지는 두 장의 영상을 선택하게 되고, 
다음에 보정작업을 하게 되면 입체영상이 제작된다. 

Ⅲ. 애파인 변환 파라메타 계산

애파인 변환 파라메타 계산에서는 각 영상의 주각(prin- 
ciple orientation) 를 계산하고, 두 영상의 회전각은 두

주각의 차이이다. 또한 카메라 움직임은 전역운동(global 
motion)의 특성을 가지므로 전역운동 값을 계산하고 두

영상간의 이동벡터를 얻는다. 두 파라메타는 다수의 영

상들 중 두 영상을 선택하고, 회전변환 및 이동벡터를 이

용하는 보정 작업에 사용된다. 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각 영상의 수평 및 수직 에지 성분을 구한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각 에지 픽셀의 방향을 누적시킨

후, 이들 중 가장 누적 값이 큰 에지 방향을 주각으로 사

용한다. 이동벡터의 경우 두 영상의 수평과 수직 투영 데

이터를 얻은 후, 투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이동

벡터를 구한다. 

1. 회전각 계산

입력 RFB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한 후, 소벨
(Sobel) 연산자를 이용하여 각 영상의 수직 및 수평 에지

성분을 구한다. 각 에지 픽셀은 강도(magnitude)와 방향

(orientation)을 가진다. 소벨 연산자의 콘볼류션 마스크는

다음과 같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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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은 수평,  는 수평 에지 검출 마스크이다. 

각각의 마스크로 구한 수평 및 수직 에지 성분은 다음 식

(2)와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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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휘도이다. 그리고 에지 강도 는 식 (2)의

과 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 (3)과 같이 구한다.

   (3)

또한, 에지의 방향은 식 (4)와 같이 구한다.

  tan


 (4)

모든에지픽셀의 방향 를 계산한 후, 히스토그램을 이용

하여누적값을 구한다. 의 방향은 [0o, 360o]이고,   개의

동일 간격인  ∈ … L을 가진다. 각 에지 픽셀의

는 다음의  ≤≤ 를 만족하면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빈(histogram bin)을 하나씩 증가하여 누적시킨다. 모든 에

지의 방향이 누적되면 누적 값이 가장 큰 빈을 찾아낸 후, 
이 빈에 누적된 방향들의 평균값을 주각  로 지정한다. 
두 영상 Im 과 In 간의 회전각 는 주각의 차이 값으로

다음 식 (5)에서 얻어진다. 

   (5)

여기에서, ∈…N이다. N은 입력영상이 개수이다.

2. 투영 기반 이동벡터 계산

이동벡터를 구하기 위해, DIS(digital image stabilization)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알고리즘인 투영 기반 상관관

계를 이용하여 이동벡터를 구한다
[8-10]. 먼저 입력 영상의

수평 및 수직 투영 데이터를 식 (6)을 이용하여 얻는다.
                                                 

 
 



 

 
  



 

(6)



20 방송공학회논문지 2012년 제17권 제1호

여기서   및 는 각각 수평 및 수직 투영 데이

터이다. 
다음으로 투영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직 및 수평 상관관

계를 계산하는데, 먼저 수직 상관관계 을 식 (7)에

서 계산된다. 

그림 3. 이동 탐색을 위한 S 값의 범위
Fig. 3. The range of S for translational motion search



 
  



 


  ≤≤ 
(7)

  

                                                    

여기서 

 ,  

  는 , 의 투영 데이터이고, S는 그림

3과 같이 투영 데이터의 좌, 우에서 계산하지 않는 영역이다.
식 (7)에서 최소 상관관계를 주는 

을 구한다.


 

 (8)

유사하게 로부터 수평 상관관계   및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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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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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및 

로부터 식 (11)과 같이 이동벡

터  이 계산된다.

 


 
 (11)

  

식 (6)에서 휘도 Y를 이용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대신에 에지 강도 의 적용이 가능하다.  대신에  를
사용하여 식 (6)의 투영 데이터를 구하고, 다음 과정은휘도

를 이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휘도는 촬영 시 빛의 밝기나

반사광의 차이 등의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에지는 빛

에 대해 강건한 장점을 가진다.

Ⅳ. 입체영상 생성

최적의 두 영상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3장에서 구한 애파

인 파라메타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휘도 방법

먼저 에지의 수평, 수직 성분을 구한 후 주각 를 계산

한다. 다음으로 N 장의 영상에서   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두 영상 Ii, Ij의 주각 의 차이인 를 구한다. 이
중 최소 를 가지는 두 영상을 선택한다. 또한휘도를 이

용하여 투영 데이터를 얻은 후에 상관관계로부터 이동벡터

를 구한다. 

2. 에지 강도 방법

두 영상을 선택하는 방식은 위의 (1)과 같지만, 휘도를

이용하여 를 구하는 대신 에지를 이용하여 투영 데이터

를 얻은 후 를 구한다. 

3. 비용함수 방법

위의 두 방법과는 다르게,   및 를 모두 이용하는 비

용함수(cost function)가 가장 최소가 되는 두 영상을 선택

한다. 는 에지 기반 투영 데이터로부터 얻어진다. 다음으

로   및 를 이용하여 영상을 보정한 후 입체영상을 생

성한다. 이 방식은 두 애파인 변환 파라메타의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최소 값을 가지는 두 영상을 선택한다.

  ·max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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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2개의 실험 영상 데이터
Fig. 5. 32 test image data

그림 4. 수평 이동 카메라로 촬영한 5 장의 프레임
Fig. 4. Five image frames captured by a camera with horizontal movement

여기서 가중치  , 는  및   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낸다. 이동벡터보다는 주각의 차이가 비중이 높기 때

문에, 실험에서는 는 0.8, 는 0.2를 사용하였다. max는
두 영상의 의 최대치로 이며, 와 는 그림 3의

좌우에서 계산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구해진 비용함수는 [0, 1]의 실수값을 가지며, 다

음 식을 이용하여 가장 작은 비용을 가진 두 장의 영상 i*와
j*
가 선택된다.

  arg min (14)

다음으로   및 를 이용하여 영상을 보정한 후에 입체

영상을 생성한다. 선택된 두 영상 중 한 영상을 기준으로

다른영상을 와 를 이용하여 회전 및 이동변환으로 보

정한다. 이 때 두 영상을 완전히 일치시키면 입체감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양안시차(binocular parallax)
를 위해 수평 이동을 하여 편한 입체영상을 얻는다.

Ⅴ.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을검증하기 위해 실험 영상으로는 그림 4에서 보

는 것처럼 카메라를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연속으로 촬영한 5
장의 1280x720 해상도 프레임을 획득하였다. 촬영 중에 전경

객체의움직임이없는상태에서촬영하였고, 전체적으로총 32
개의 실험영상 데이터에 제안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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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림 4의 5장의 영상의 에지 영상
Fig. 6. Edge images of the five image frames of Fig. 4

그림 6은 5장의 프레임의 에지 영상을 보여준다. 에지

강도의 임계값은 50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에지의 방향

을 검사한다. 방향은 [-180o, 180o] 범위에 있으며, 에지 방

향값을누적시킨 히스토그램에서 가장누적값이큰에지

방향을 얻는다. 이 때 임계값 T (=50)보다 작은 에지 강도

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히스토그램 중에서 누적 값이

가장큰각을 주각 로 사용하게 된다. 얻어진 주각은 각각

87.49o, -88.32o, -88.22o, -88.17o, -88.09o이다.
그림 7은 선택된 두 영상을 보여준다. 휘도 방법과 에지

강도 방법에서는 가 최소가 되는 두 영상이 선택되어지

며, 비용함수 방법은   및   를 이용한 비용 값이 가장

작은 두 영상을 선택한다.

그림 7. 5장의연속영상중에서선택된두영상. (a) 를이용 (b) 비용함수
를 이용

Fig. 7. Two frames chosen from five subsequent frames by (a)   
and (b) cost function

다음의 표 1은 비용함수를 이용했을 때, 각 영상들의 비

용값을 보여준다. 여기서   및 는 각각 0.8, 0.2이다. 행과

열의 [1, 5]는 영상번호이다. ‘☓’는 (≠   ) 조건을 만

족해야하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프레임쌍이다. 이예에

서는 가장 작은 비용을 가진 영상 2와 3이 선택된다.

다음의표 2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얻어진   및 를비교

한 결과이다. 비용함수를 이용했을 경우가 가 가장 작았

으며, 또한   의 수직시차 값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비

용함수 방법이 적합한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표 1.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두 영상의 비용함수 값. =0.8, =0.2. 
1∼5는 영상 번호임
Table 1. Cost function of a pair of frames. =0.8 and =0.2. The image 
number is 1∼5

  1 2 3 4 5
1 ☓ 0.087 0.124 0.174 0.214
2 ☓ ☓ 0.022 0.085 0.121
3 ☓ ☓ ☓ 0.039 0.090
4 ☓ ☓ ☓ ☓ 0.034
5 ☓ ☓ ☓ ☓ ☓

 
표 2. 제안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얻어진 애파인 파라메타   및 의 값

Table 2. Affine parameters   and   estimated by the three methods

두 장의 영상 선택 방법 선택된 프레임  

휘도 3, 4 0.052656 (47, 21)

에지 강도 3, 4 0.052656 (47, 22)

비용함수 2, 3 0.098368 (30, 8)

그림 8은 회전 변환을 통해 영상을 보정한 결과를 보여준

다. 휘도와 에지 강도 방법에서는 에지 방향을 이용하므로

그림 8. 를이용한회전변환 . (a) 휘도및에지강도방법 (b) 비용함수
방법

Fig. 8. The rotational transform by   using (a)  Y and edge  and 
(b) cos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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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생성된 입체영상
Fig. 11. Examples of stereoscopic images

가 같다. 그림 9는 를 이용하여 이동 변환을 통해 영상

을 보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식 (7) 및 (9)에서 사용한  는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각각 50 및 300이다.

그림 9. 를 이용한 이동 변환. (a) 휘도, (b) 에지 강도, 및 (c) 비용함수
방법

Fig. 9. The translation transform by   using (a)  Y, (b) edge  and 
(b) cost function

그림 10은 선택된 두 영상을 보정작업을 거친후 인터레

이스 입체영상으로 제작한 결과를 보여준다. 32개의 실험

영상에서 얻어진 입체영상은 그림 11에서 보여준다.

그림 10. 인터레이스 입체영상 . (a) 휘도 방법, (b) 에지 강도 방법, 및 (c) 
비용함수 방법

Fig. 10 Interlaced stereoscopic images.  (a)  Y, (b) edge,  and (b) 
cost function

생성된 입체영상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시

각적 피로도 (visual fatigue) 평가를 실시함으로써제안 방

법을 검증하였다
[11-13]. 총 32개의 영상 데이터에 대해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총 9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보다 정확

한 평가를 위해 테스트 시작 전에몇장의 입체영상을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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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제안한 세 가지 방법에 대

한 테스트가 각각 종료될때마다약간의휴식을취하였다. 
주관적 평가에 사용된 점수는 다음과 같다

[11]: 매우 (severe) 
피로함 (1점), 피로함 (2점), 좀 (moderate) 피로함 (3점), 약
간 (slight) 피로함 (4점), 및 전혀 (not at all) 피로함 없음

(5점). 
주관적 피로도 평가 결과는 표 3에서 보여준다. 표의 값

들은 9명의 평가자들이 32개의 입체영상을 시청한 후 평가

한 점수의 합이다. 예를 들어휘도 방법에서는 9명이 32개
의 입체영상을 시청한 후 1점을 부여한 경우가 25개이고, 
5점은 124개이다. 1∼5점의 개수를 합하면 9x32 = 288 개
다.

표 3. 주관적 피로도 평가에서 점수에 따른 총 영상 개수
Table 3. The number of imag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ive grade 
in the visual fatigue test

제안 방법
주관적 피로도 점수

합계
1점 2점 3점 4점 5점

휘도 25 28 43 68 124 288

에지 강도 13 22 35 83 135 288

비용함수 7 8 23 86 164 288

합계 45 58 101 237 423 864

4점 이상을 피로도 측면에서 만족스럽다고 평가한다면, 
휘도 방법은 (68+124) / 288 = 192 / 288 = 66%, 에지 강도

방법은 (83+135) / 288  = 218 / 288 = 76%, 그리고 비용함

수 방법은 (86+164) / 288 = 250 / 288 = 87%의 만족도를

얻었다.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안 방법은 피로도에서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며 비용함수를 이용했을 경우에 피로

도가 가장 낮았다. 
그림 12는 표 3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평가 그래

프이다. 수직축은 표 3의 영상 개수이다. 세 가지 방법

모두 4점과 5점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비용

함수를 이용했을 때 4∼5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3가지 방법의 주관적 피로도 평가 그래프
Fig. 12. Evaluation graph for subjective visual fatigue for the three 
methods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수평으로 카메라를 이동하며 촬영한 다수

의 영상에 대해서 안정적인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고비용과 단안영상의 실시

간 변환의 입체감 저하를 보완하면서 단안 카메라로 입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새로운 기법이다. 다양한 촬영 영상

에휘도, 에지 및 두 가지를 통합한 비용함수 방법을 제안

기법을 적용하였다. 실험에서는 생성된 입체영상의 입체감

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관적 피로도를 수행하였다. 4점 이상

이 안정적인 입체영상이면, 최고 87%의 우수한 실험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제안방법은 향후 3D 콘텐츠의 공급에

단안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입체영

상 제작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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