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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상 제작 기술 중의 하나인 영상 합성은 스케일

이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로케이션이나 모형 제

작 등으로 촬영하기 힘든 부분을 시각화하는 효과

적입 기법이다. 영상 합성의 처리 방법은 필요한 부

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하는 키잉 신호를

만들어 두 개의 영상을 합성 처리하는데 일반적으

로 색상 정보를 이용한 크로마키(chroma key) 방

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크로마키 방식의 영상

합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특별한

스크린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 공간의 제약이 있다.

두 번째 배경의 색상과 분리하려는 객체의 색상 중

복의 제약이 따른다. 세 번째 오직 두 개의 레이어

만이 분리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크로마키 배경은

모두 가상의 영상과 대체되므로 부분적 대체가 불

가능하다. 

RGB와 깊이신호(D) 기반의 영상 합성 방식은 크

로마키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카메라로 부

터의 거리 정보에 의한 키 값을 생성하여 객체 분리

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간과 색상의 제약 없이 영상

합성이 용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가의 깊이 카메라

가 요구되거나 부가적인 영상처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고, 획득된 깊이 정보로부터의 영상 합성 기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II. 깊이 정보 획득 방법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그림 1>과 같이

수동방식과 능동방식으로 나눈다. 수동방식은 스테

레오 및 다시점 촬영으로 획득한 2차원 영상으로부

터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능동 방식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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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간 방식의 깊이 카메라나 레이저 스캐너 같이

깊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1. 스테레오 매칭

인간의 두 개의 눈 즉 양안 시차를 이용하여 3차

원 입체 공간을 인식하듯이, 스테레오 정합은 2차

원 정보만을 입력 받을 수 있는 카메라 센서를 이용

하여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공간적으로

나란히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회득

된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여기서 깊이 정보를 추출한다는 의미는

거리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원리는

한 쪽 카메라의 영상의 임의의 패턴을 3차원 공간

상의 같은 지점으로 매칭 되는 다른 카메라 영상에

서 찾아낸다. 이후 대응점들에 대해 삼각기법을 사

용하여 3차원 공간상의 좌표를 알아내는 것이다.

스테레오 이미지 정합에 있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에서는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의 파라미

터는 모두 동일하며, 스테레오 영상 간의 왜곡이 없

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스테레오 카메라의 단지 수

평 좌표만 다르며, 그 외의 수직시차와 같은 파라미

터들은 정렬이 일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테레

오 이미지의 좌표계 평면과 공간 좌표계의 평면은

나란해야 한다.

두 카메라 간의 각종 파라미터와 왜곡 정보들을

수정하기 위해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친다. 다음

스테레오 영상 간의 대응되는 점을 찾아 정합을 수

행한다. 먼저 대응점에 따른 픽셀 시차를 계산하고,

<그림 1> 깊이 정보 획득 방법 분류

<그림 2> 스테레오 정합에 의한 깊이 정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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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정보는 삼각법에 의해 깊이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획득된 깊이 정보는 대응점의 불일치 및 차폐

영역 등의 사유로 노이즈가 있는 깊이 정보가 추출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영상처리 과정

을 거쳐 정제한다.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스테레

오 정합에 의한 깊이 정보 획득 원리는 <그림 2>를

이용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두 영상에서의 피사체의 픽셀 차 x1-x2는 비례 공

식에 의거 3차원 공간의 깊이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데, 관계식은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여기서 b는 스테레오 카메라의 사이의 거리, r

은 피사체와 카메라 거리, f는 초점거리를 나타낸

다. <그림 2>에서 스테레오 카메라의 사이의 거리

b와 두 영상에서의 피사체의 픽셀 차 x1-x2, 그리고

초점거리 f를 알면, 비례 공식에 의거 피사체와 카

메라 거리 r이 표현된다. 즉, x1-x2의 픽셀 차는 스

테레오 영상이 보여졌을 때 3차원 공간의 깊이 정

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테레오 매칭에 있어서 핵심은 실질적인 좌

우영상의 매칭되는 위치를 찾는 것이다. 상관

(correlation)에 기초한 매칭 알고리즘은 픽셀의 시

차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생성하는 데 가장 일반

적으로 쓰이는 기법이다. 즉, 스테레오 이미지들 간

에 대응되는 픽셀을 찾기 위해 윈도우 사이즈 기반

으로 탐색하는 기법이다. 스테레오 영상 정합은 크

게 특징기반(feature-based)과 영역기반(area-

based)으로 구분된다. 특징기반은 교차점, 경계선,

모서리 등이 정합 요소로 사용된다. 정합점이 정확

하고 잡음에 강한 반면 특징점들이 적으므로 폐색

영역 또는 변위 연속성에 취약하다. 영역 기반의

정합요소는 밝기 정보의 변화, 영역의 모양 등이

사용된다. 밝기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잡음에 약

한 면이 있지만 영상의 전체 정보를 획득하기 쉽

다. <그림 3>은 영역 기반의 스테레오 정합 방법 예

시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정합 방식은 다양한 알고

리즘들이 연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절

대 거리차 합계(SAD: Sum of Absolute Differ-

ences), 제곱차 거리 합계(SSD: Sum of Squared

Differences), 평균 상관 계수(NCC: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등이 사용된다.

절대 거리차 합계 또는 제곱차 거리 합계 방식은

좌, 우 영상의 화소의 밝기 값을 일정한 크기의 윈

도우 사이즈를 기준으로 탐색하여 차를 기반으로

유사한 곳을 찾아낸다. 연산이 단순하여 실시간에

강점을 보이나, 오차율이 높아 신뢰성이 낮은 단점

이 있다. 식 (2)는 절대 거리차 합계 방식이며, 식

(3)은 제곱차 거리 합계 방식을 보여준다.

(2)

(3)

<그림 3> 영역 기반의 스테레오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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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1(i,j)는 좌 영상의 밟기 값, I2(x+i,y+j)은

우 영상에서 검색할 영역의 픽셀 밝기 값이다. 동일

한 특징 크기의 영역 사이의 픽셀들의 최소값이 되

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평균 상관 계수 방식은 상관도 기반으로 영상의

밝기 값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식 (4)는 평균

상관 계수 방식을 보여준다. 

(4)

여기서 I1(i,j)는 좌 영상의 밟기 값이고 I2(x+i,

y+j)는 우 영상에서 검색할 영역의 픽셀 밝기 값이

다. 좌우 영상에서 픽셀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 다시

각 픽셀들의 밝기 값의 상관도를 계산한다. 결과는

-1.0 ∼ +1.0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1.0에 가까

운 값일수록 동일한 영상이다.

2. TOF(Time Of Flight) 방식의 깊이 카메라

깊이 카메라에서 거리 측정은 주행시간 원리로

만들어 진다. 기본적인 원리는 적외선과 같은 빛을

조사하여 광이 반사하여 돌아오는 시간 즉 빛의 위

상차(phase shift)를 계산해서 깊이 값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때문에 측정된 거리는 카메라에서 물체

까지 진행한 빛의 시간에 비례한다.

깊이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형태상 개념은 <그림 4>

와 같다. 여기서 광-면(light wall)은 <그림 4>(a)와

같이 영상의 3D 객체에 부딪치고, 객체 표면으로

부터의 반사된 객체 모양의 파형은 <그림 4>(b)의

형태로 나타난다. 

반사된 파형은 객체형태의 복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반사되는 광-면의 이

미지 모양은 실제 객체의 모양으로 복원될 수 있

다. 카메라에서의 깊이 정보는 거리에 비례한 강

도를 가지는 각 화소의 그레이 레벨 이미지로 획

득된다. 다양한 TOF 방식의 깊이 카메라가 출시

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방송용 카메라에 중점을 둔

3DVsystems사의 ZCAM과 HDTV Axi-Vision

Camera를 소개한다.

1) 3DVsystems사의 ZCAM

방송용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카메

라에서 획득한 RGB 신호와 Z-버퍼 내의 깊이 정

보를 이용하여 대상 물체와 배경을 실시간으로 분

리 할 수 있다. RGB 카메라와 깊이 센서를 이용하

<그림 4> 주행시간 깊이 카메라의 송수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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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상 물체에 대하여 각 프레임 당 동일 위치의

RGB 정보와 깊이 정보를 획득한다. 이를 이용하여

대상 물체를 실시간으로 분리 할 수 있다. 즉,

Zcam은 ENG 카메라가 찍는 칼라 영상 및 이에 일

치하는 흑백의 깊이 정보에 대한 비디오 스트림

(stream)을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의 경우 720 ×

486 해상도의 칼라 영상과 깊이 정보를 획득한다.

2) HDTV Axi-Vision Camera

일본 NHK에서 개발한 HDTV Axi-Vision

Camera는 실시간 HD 깊이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

다. 그러나 IR 센서의 한계로 인해 주로 실내 스튜

디오 환경에 적합하고, 거리에 따라 깊이 해상도가

달라진다. HDTV Axi-Vision Camera의 해상도는

29.97 Hz의 프레임 레이트에서는 1280 × 720

해상도의 깊이 정보와 칼라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

하며, 59.94 Hz의 프레임 레이트에서는 853 × 480

깊이 정보와 칼라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한다.

<그림 6>은 HDTV Axi-Vision Camera의 깊이 정

보 획득 원리를 보여준다.

3. 3D 스캐너

3D 스캐너는 피사체의 주변에 3D 스캐너를 위치

하여 여러 방향에서 거리 영상을 얻은 다음 3차원

모델을 얻는 방법이다. 취득된 데이터는 3D 모델링

되어 깊이 정보 추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 3D 스캐너는 <그림 7>과 같이 구분할

<그림 5> 3DV systems ZCamTM

(a) (b)

<그림 6> HDTV Axi-Vision Camer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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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D 스캐너의 방식은 측정 시에 물체와의 접촉 여

부에 따라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누어진다. 접

촉식은 물체의 표면과 직접 접촉하여 센서의 상대

이동 값을 변환하여 3차원 좌표 값을 획득하는 방

식이다. 대표적 방식으로는 CMM(Coordinate

Measuring Machine) 방식이며 탐촉자로 불리는

프로브(probe)를 물체에 직접 닿게 해서 측정을 하

는 방식이다. 측정점의 정확도가 우수한 편이나 물

체의 표면에 접촉을 해야 하므로 물체에 변형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다른 스캐닝

방식에 비해 측정 속도가 느리다.

비접촉식은 광학적 원리와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물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3차원 좌표 값

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영역 단위로 빠른 측정이 가

능하고 직접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에 흠이

가지 않는다.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의

허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단점으로는 외부의

광 간섭이라든지 물체의 표면의 난반사의 영향을

받아 오차가 생긴다. 접촉식은 능동형과 수동형으

로 나누어지는데 산업계의 주류는 대부분 능동형

스캐너 방식이라 3D 스캐너라고 하면 흔히 능동형

스캐너로 한정하기도 한다. 능동형 스캐너는 레이

저를 이용한 방식과 백색광을 이용한 방식으로 나

누어진다. 레이저를 이용한 대표적인 방식은 삼각

법 및 주행시간 원리를 사용한다. 삼각법 측정을 위

해 레이저를 투영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된

다. 레이저는 다른 광원에 비해 직진성이 강하여 간

섭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각법의 측정

원리는 <그림 8>과 같다.

레이저가 물체에 부딪혔다가 레이저를 수신하는

CCD 카메라 센서에 기록이 된다. CCD 카메라 센

서와 레이저 발신 사이의 거리, 각도는 고정되어 있

다. 따라서 카메라 화각 내에서 수신 광선이 CCD

센서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깊이 차이를 구할 수

있다. 

백색광 방식 스캐너는 특정 패턴을 물체에 투영

하고 그 패턴의 변형 형태를 파악해 삼각법에 의해

3차원 정보를 얻어낸다. 여기에 사용되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 형태의 1차원 패턴, 그리드

(grid) 또는 스트라이프 무늬의 2차원 패턴이 이용

된다. 2차원 패턴은 1차원 패턴 방식보다 많은 데이

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백색광 방식의 최대 장

<그림 7> 3D 스캐너 분류

<그림 8> 삼각법 측정 원리



28 방송공학회지 18권 4호

356 특집 : 영상처리 기반의 카메라 응용 기술

점은 그 측정 속도에 있다. 패턴을 한 번에 투영함

으로서 물체의 3차원 좌표를 한 번에 얻어 낼 수 있

기 때문에 진동으로부터 오는 측정 정확도의 손실

을 줄일 수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4. 다수의 이미지로 부터의 3D 모델링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실사 기반

의 정보를 가지고 3D 모델링하고 부여된 3차원 공

간 좌표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정합함으

로서 모델링을 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이미지를 촬영할 경우 카메

라 캘리프레이션(camera calibration)을 통해 카메

라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러나 카

메라의 파라미터 정보들은 상관없이 이미지들만을

가지고 셀프 캘리브레이션(self calibration)을 통

해 모델링이 가능하다. 모델링 데이터는 3차원 공

간에서 표현이 되어 어느 각도에서나 깊이 정보 추

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진에 쉽게

구분이 되는 특징점을 참조점으로 생성해야 한다.

이후 이러한 참조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진에 대

해 카메라의 위치를 선정하고 교차점들을 계산 조

합함으로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프

트웨어로는 EOSsystem 사의 포토모델러, 오토데

스크사의 123D Catch 가 있다. <그림 9>는 오토데

스크사의 123D Catch를 이용한 3D 모델링 장면을

보여준다.

5. 키넥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는 적외선 패턴 인식을

통해 깊이 값을 인지하여 게임 사용자의 동작 인식에

활용 되도록 고안되어진 디바이스다. <그림 10>과 같

이 RGB 센서,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IR 센서, 그리

<그림 9> 오토데스크사의 123D Catch를 활용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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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IR 프로젝터로 이루어져 있다. RGB 센서에서는

칼라 영상을 획득하고 IR 센서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송출 된 적외선 특정 패턴을 이용하여 깊이 정

보를 획득한다. 키넥트를 통해 얻어진 RGB 정보와

깊이 정보는 640 × 480 해상도를 가지며 초당 30

프레임을 출력한다.

<그림 11>은 키넥트 깊이 추출 원리를 보여준다.

키넥트의 IR 프로젝터는 스캐터(scatter) 필름을 통

해 산포되어 투영(projection) 되며, 참조 영역

(reference scene)에서 투영된 적외선 패턴은 키넥

트 메모리에 사전 기록되어져 있다. 객체에 투영을

하였을 때 깊이 정보가 달라지는 구간인 객체 영역

(object plane)에서 패턴의 변화가 생기는데, 변화

된 패턴은 참조 영역에서의 패턴과 시차 비교를 통

해 깊이 정보를 계산한다.

깊이 정보는 삼각 함수에 의거 계산 되며 식 (5)

와 식 (6)으로 표현된다.

(5)

(6)

여기서 zk는 포인트 k에서의 카메라와의 거리, z0

는 참조 영역에서의 깊이 값, b는 레이저 송출부와

IR 카메라 사이의 거리, d는 IR 카메라 세선에 기록

되는 시차, D는 객체 영역에서의 포인트 k의 이동

된 시차이다. 식 (6)에서 D 값을 식 (5)에 넣으면 결

국 객체의 거리 값 zk는 아래의 식 (7)과 같이 표현

되며, 이는 깊이 정보로 출력된다.

(7)

2013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2.0이 발

표되었다. 키넥트2.0은 기존 IR 패턴 방식의 키넥

트와 달리 TOF 방식의 깊이 센서를 가진다. 또한

1080p 해상도를 초당 30 프레임의 실시간 영상을

획득한다. <표 1>은 기존의 키넥트와 키넥트2.0의

비교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10>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

<그림 11> 키넥트 깊이 추출 원리

구분 Kinect Kinect2.0

깊이인식 IR패턴 TOF

깊이해상도 640 × 480 1920 × 1080

FPS 30 FPS 30 FPS

수직화각 43도 60도

수평화각 57도 70도

<표 1> 키넥트와 키넥트2.0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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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깊이 정보를 활용한 영상 합성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깊이 키잉 방식은 카메

라부터의 거리 값에 따른 배경 및 객체를 분리한다.

따라서 RGB와 깊이 정보 기반의 영상 합성 방식은

크로마키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정확한 깊

이 정보를 획득할 수 만 있다면 공간 차폐를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고 세밀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카메라로부터의 거리 정보에 의한 키 값을 생성하

여 객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색상과 공간의 제

약이 없다.

깊이 정보를 이용하는 영상합성은 다양한 방식으

로 제안되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의 장면과

실사 장면의 깊이 정보에 의한 합성 방식, 실사 장

면의 객체 분리에 의해 가상의 장면과 합성하는 방

식이 있다.

1. 가상 장면의 깊이 정보를 이용한 합성

방식

실사 장면의 깊이 정보와 가상 장면의 깊이 정보

를 이용한 합성 방식은 식 (8)과 같이 각각 장면의

깊이 값을 비교하여 카메라로부터의 픽셀 값을 최

종 합성 이미지에 출력하는 것이다.

(8)

여기서 실사 이미지 IR(i,j), 실사 이미지 깊이 정

보 IRd(i,j), 합성할 이미지 IS(i,j), 합성할 이미지 깊

이 정보 ISd(i,j)의 4가지 정보를 활용한다. 각각의

픽셀 (i,j)는 ISd(i,j)와 IRd(i,j)의 비교를 통하여 카

메라부터 가까운 정보의 픽셀을 결과 이미지 IO(i,j)

로 표현한다. <그림 12>는 가상 장면의 깊이 정보를

이용한 합성 방식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12> 키넥트 깊이 추출 원리 크로마키 방식과 깊이키 방식의 영상 합성 비교[5]

(a) (b)

<그림 13> 가상 장면의 깊이 정보를 이용한 합성 방식 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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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체 분리에 의한 합성 방식

일반적으로 깊이 정보는 거리 값에 비례 256 그

레이 레벨(gray level)로 획득되어 3차원 공간에서

표현될 수 있다. 각각의 그레이 픽셀 분포 값은 깊

이 키잉에 의해 일정 거리 부분은 제거됨으로서 객

체 영역을 분리 획득 한다. 깊이 키잉 방식에 의해

배경과 분리된 객체는 가상의 그래픽 영상과 3차원

공간에서의 합성이 가능하다. <그림 14>는 HDTV

Axi-Vision Camera를 이용한 객체 분리와 합성

영상을 보여준다.

IV. 결   론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스테레

오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 TOF 방식의 깊이 카메

라를 이용하는 방법,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

용한 방법, 3D 스캐너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마이

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를 이용한 방법들이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키넥트제품은 점점 해상도

가 높아진 제품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어 좀더 정

밀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이러한

깊이 정보의 추출 기술은 인터랙션, 게임 디바이

스, 모션 인식, 3차원 모델링, 키잉(keying) 등에

활용이 된다.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깊이 키잉 방식은 카메

라부터의 거리 값에 따른 배경 및 객체를 분리하기

때문에 깊이 키잉 방식에 의한 영상 분리는 칼라 정

보를 기반으로 한 크로마키 방식에 비해 색상과 공

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두 개 이상의 레이어

를 구분하여 합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깊이 키잉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기존의 크로마키 방식의 영상

합성의 제약점을 극복하여 다양한 배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본연구에 의한 합성 기술로 컨텐츠 제작에

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 (b)

<그림 14> 깊이 정보에 의한 객체 분리 예시 (a) 객체 분리 (b) 합성 이미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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