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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품질의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입체피로를 유발하는 문제요인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촬영과정

에서 스테레오 좌우 영상 간에 발생되는 수직시차는 입체피로의 주된 요인으로, 정확한 입체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거될 필

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후처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촬영과 동시에 영상정렬이 수행된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된 방식의 영상처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방법은 대응점 추출과 기하구조 추정, 그리고 수직시차의 제거

로 이어지는 편위수정 부분과 카메라 움직임 탐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해 성능분석이 실시되었다. 실험결과, 제안방법

은 비교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존방법들에 비해 보다 향상된 성능을 나타냈으며, 카메라 움직임 탐지부분에서도 98.35% 성공률의 뛰어

난 탐지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성능검증을 통해 실제 콘텐츠 제작현장에서 본 논문의 제안방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Minimization of visual fatigue is important for production of high quality stereoscopic 3D contents. Vertical disparity of stereo 
images occurred during contents production is considered as the main factor of visual fatigue. To ensure correct stereoscopy 
vertical disparity needs to be eliminated. In this paper, a method for automated image alignment was proposed for Stereoscopic 3D 
contents generation and post-processing steps.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wo parts: rectification for image alignment and 
camera motion detection. The proposed method showed that its rectification performance was the most superior among the existing 
methods tested and that camera motion detection had a success rate of 98.35%. Through these evaluations, we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3D content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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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테레오스코픽 3D(Stereoscopic 3D, S3D) 콘텐츠의 제

작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첫 번째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컴퓨터그래픽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전에 의도한 대로 입체감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어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제작비용 자체가 워낙 고비용일뿐더러 현

실적 표현에 한계가 있어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또는 실사

촬영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2D 콘텐츠를 3D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말 그대로 기존의 콘텐츠를 재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화된 저작도구가 부재

하며, 또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애초에 3D 화
면 출력을 고려하여 제작된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입체

품질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사방식

은 스테레오로 구성된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제 대

상 장면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입체시의 원리에

입각하여 실제 대상 장면을 촬영하기 때문에 앞서 두 방식

에 비해 현실감 있는 고품질의 입체표현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콘텐츠 제작방법으로는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전문 인력 및 기

술의 부족과 값비싼 장비가 요구되어 제작에 많은 어려움

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1,2]. 

실사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 기술적 주요 애

로사항들은 대부분 시청자가 콘텐츠를 시청할 때 느끼게

되는 시각적인 피로, 즉 입체피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입체피로는 크게 좌우 영상간의 색감, 밝기 및 선명도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광학적 문제와 카메라들의 자세 및

위치 등이 잘못 조정되어 발생되는 기하학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에 특히 기하학적 문제의 경우는 3D 콘텐

츠의 동작원리인 입체시 수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체피로를 최소화하여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3].
기하학적 문제는 카메라 간에 발생되는 수직시차를 최소

화하고 사전에 의도한 대로 적합한 수평시차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수평시차는 실제 시청자가 느끼게

될 입체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요소로 다뤄지지만 사실상 이는 수직시차가 완벽히

제거되었다는 가정하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

하학적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은 수직시

차 제거를 위한 영상정렬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입체시 수립

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만약 촬영된 영상에 정렬오류로 인

한 수직시차가 발생되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어지러움과

두통과 같은 심각한 입체피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촬영 전에는 수직시차를 최소로 하기

위해 카메라 리그(Rig)라 불리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정렬 작업을 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전문 인

력 및 기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

로 진행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직시차가 제거된 상태로

촬영이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또한 촬

영 도중에 카메라의 자세 및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반복적

으로 동일한 과정이 재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제작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이

유로 제작 후반부 과정에서는잔존하는 수직시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추가적인 후처리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의도

치 않게 과도한 시차가 발생된 경우에는 재촬영이 불가피

하여 전체 작업진행에 큰 차질을 야기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촬영과 동시에 최종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신뢰적인 영

상정렬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정에서 실제 후처리

과정에서도 사용될 만큼정확하고신뢰적이며 또한 카메라

자세 및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영상의 수직시

차 정렬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동화된 방식의 영상정렬

및 결과 모니터링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배경이론 및 연구사례

영상간의 수직시차 제거를 위한 영상정렬은 편위수정

(Rectification)이라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편

위수정은 크게 기하추정과 영상변환의 두 과정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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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때 영상변환의 경우는 추정된 기하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편위수정의 정확도는

기하추정의 정확도에종속적이다. 영상정렬을 통해 수직시

차가 제거되면 두 영상사이의 모든 대응점들은 동일한 수

직좌표를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편위수정은 컴퓨터비전

과 사진측량분야 모두에서 공간정보 추출을 위한 영상정합

(Image matching)의 전처리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

어져 왔다.
편위수정은 일반적으로 에피폴라 기하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에피폴라 제약조건은 이러한 기하구조를 충족

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두 영상

의투영중심  ′과 공간상의 한 점 , 그리고 각 영상에

투영된 지점  ′이 공통의 한 평면(Epipolar plan)상에 존

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1. 스테레오 영상의 에피폴라 기하
Fig. 1. Epipolar geometry of stereo image pair

  

위 그림 1의 에피폴라 기하에서 에피폴(Epipole)은 두투

영중심을 연결한 기선이 각각의 영상평면과 만나는 지점으

로서 영상의 모든 에피폴라선(Epipolar line)은 이 에피폴을

지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에피폴라선은 (혹
은 ′)가 다른한쪽영상평면에투영되었을 때 나타나는

직선  ′ (혹은 )을 의미한다. 이는 좌측영상의 특정 한 점에

대한 우측영상의 대응점은 에피폴라선상에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술한 에피폴라 제약조건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 , 는 각각   ′ , 
 
 ,  

 ′을 의미한다.

 ·×    (1)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라 했을 때, 다음

과 같은형태로 나타낼수 있다. 여기서 은 기준좌표계에

대한 각 영상의 3×3 회전행렬을 의미한다.














  

  

  

 
 

  (2)

그리고 다시 위 식은 영상좌표 와 카메라좌표  사이의

관계, 즉 로부터 다음의 식 (3)과 같이 영상좌표계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행렬 은 카메라행렬로서 초점거

리 와 영상의 주점좌표  , 로 구성되어 있다.







  
  (3)













  

  

  













 (4)

따라서 스테레오 영상의 기하 추정은 결론적으로 위의

식 (2)에서 회전행렬 R과 행렬 S의 구성요소인 기선벡터

T를 복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비전방식

과 사진측량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정을 위한 미지수

정의와 추정에 사용되는 방법론에 있다. 
기하추정이 수행되고 난뒤에는 이를바탕으로 수직시차

제거를 위한 영상변환 행렬이 계산된다. 이는 영상의 에피폴

을 무한대로 사상(Mapping)시키는 변환행렬로서 결과적으

로 영상의 에피폴라선을 수평으로 정렬시킴으로서 수직시차

를 제거하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변환에 따른 결과로

영상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영상변형을

최소화 하도록 변환행렬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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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 제작기술과 관련된 연

구는 컴퓨터비전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비

전의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식 (3)에서 F로 나타낸 3×3의
기본행렬(Fundamental matrix)을 미지수로 간주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Hartley[4]
가 발표한 8점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는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를 사용하는 선형해법이기 때문에 기

하추정에 사용되는 대응점 오차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영

상의 비정렬도가 큰 경우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하곤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비선형해법을 위

한 초기값 계산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선형해법

들은 보통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정의하고 Levenberg- 
Marquardt 기법과 같은 비선형최적화 기법 등을 통해 미지

수들을 추정한다. 에피폴라선과 대응점간의 거리를 이용한

방법들이 연구된바있으며
[5,6], 이와 유사하게 특정 기하학

적 관계를 이용한 방법들이 연구된 바 있다
[7,8]. 이와 다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영상정렬 시 원영상 대비 변형

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Quasi-Euclidean 방법이 있다
[9].

그러나 상기의 방식들은 비선형 최적화 기법을 통해 미

지수들을 추정함에 따라 자칫 국소적 최소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카메라내부(초점거리, 주점의 위치, 렌즈왜곡
계수 등) 및 외부파라미터(자세 및 위치) 모두를 미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다 일반화된 방법일 수는 있으나 추정

을 위한 정합점 분포및 오차에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메라 외부

파라미터만을 미지수로 간주하여 비선형 최소제곱추정 기

법을 통해 영상 기하구조를 추정하고 수직시차를 제거한

사진측량의 접근방식이 제안된 바 있다
[10,11].

Ⅲ. 제안 알고리즘

본 논문의 제안방법이 실제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

제작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편위수정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촬영환경의 다양성에 대비하여 기하추정을 위한 대

응점의 위치오차, 과도한 카메라 틸트(Tilt) 및 기선거리

(Baseline) 등에강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전과정의 고속화 및 자동화가 가능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안방법을 구성

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편위수정의 작업절차인 대응점 추출, 
기하구조 추정, 수직시차 제거과정 외에도 카메라 움직임

탐지과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상호 유

기적으로 상기의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먼저 대응점 추출단계에서는 영상 상호간의 기하구조 추

정을 위한 대응점 추출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

작업의 자동화 및 고속화 달성을 위해 특징점 기반 정합기

법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응점을 추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빠른 처리속도가 장점인 SURF 
(Speed Up Robust Feature) 알고리즘

[12]
을 이용하였으며, 보

다 가속화를 위해 GPU 기반병렬 컴퓨팅기법을 적용하였

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된 대응점에는 작은 위치오차

뿐만 아니라 오정합으로 인해 발생된 과대오차까지도포함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RANSAC 
(RANdom Sample Consensus) 알고리즘

[13]
을 적용하였다.

기하구조 추정단계에서는 기존 컴퓨터비전방식과는 달

리 공면조건에 기반한 사진측량방식의 상대표정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영상의 상호 기하구조를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이 때, 대응점에잔존하는 위치오차, 과도한 카메

라 틸트 및 기선거리와 같은 오차요인들에 대해서 강인성

을 확보하고자 사전 기하학적 제약조건을 도입한베이지안

(Bayesian) 접근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특

징은 관측치로 사용되는 대응점까지도 상대표정요소1)들과

함께 최소제곱추정과정에서 미지수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전 제약조건으로 주어진 각 미지수들의 공분산행렬

은 최소제곱추정과정에서 가중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추

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14,15]. 이러한 접근방식

을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1) 상대표정요소는 스테레오 영상 상호간의 자세 및 위치차이를 나타냄. 일반적으로 좌측영상을 기준으로 우측영상의 X, Y, Z축 회전요소 , , 와 Y, 
Z축 방향 위치요소 , 가 이에 포함되며, X축 위치요소는 모델공간의 축척과 관계되어 보통 상수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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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의 공면조건식 (2)를 모델방정식으로 하였을 때, 정규방

정식과 미지수들의 보정값 행렬은 다음의 식 (5)와 같이쓸

수 있다.

 ,        (5)

여기서설계행렬 와 미지수 보정행렬 , 사전 공분산

행렬  , 그리고 잔차행렬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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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렬 에서 와 는 각각 표정요소와 대응점에 대

한 설계행렬로서 n개 대응점에 대해서 n×5, n×2n의 크기

를 가진다. 이들 각각은 모델방정식인 식(2)를  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에 대한 각 요소들의 편미분 값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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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잔차행렬 에서 는 모델방정식에 대한 n×1의잔차행

렬을 의미하며, 와 는 각각 표정요소와 대응점에 대한

5×1, 2n×1의 잔차행렬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렬 에

는 미지수들의 사전 제약조건이 정의된다. (n×n)는 각각

의 대응점에 대해서 모델방정식의잔차가 가질 수 있는 분

산을 의미하며, (5×5)와 (2n×2n)는 표정요소와 대응

점의 추정값이 가질 수 있는 분산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경우에는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 제작에 활용을 목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실제 촬영현장에서

좌우 카메라의 위치는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도록조정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 에 대한 사전 제약조건은 를

100으로설정하였을 때, 약 1 정도의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나머지 회전요소에 대해서는 약 30°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개별대응점들은 상호독립적으로 추출되었고 또한 각각의

표정요소 역시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행렬

의 대각행렬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설정하

였다. 
기하추정이 완료된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수직시차

제거단계에서 영상변환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변환된 좌우 영상으로부터 입체시가 가능해진다. 본 논

문에서 사용한 영상변환 방법은 투영변환(Projection 
transformation)기법으로 중심투영의 기본원리를 바탕으

로 영상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11]. 변환과정

은 모델공간좌표계에 대한 수직영상변환과 촬영기선에

대한 수직영상변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모델공간

에 대한 수직영상변환의 경우에는 보통 모델좌표계의 기

준을 좌측영상의 카메라 좌표계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우

측영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며, 여기에는 추정된

회전행렬 의 전치행렬이 적용된다. 그런 다음 두 영상

을 촬영기선에 대해 수직영상으로 변환하게 되면 결과적

으로 두 영상의 수직시차는 제거되어 진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회전행렬 의 회전요소들은 추정된 기하구조

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  tan






,  tan




(9)

최종적으로 수직시차 제거를 위한 변환행렬 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10)

그리고 최종 계산된 변환행렬로부터 다음의 투영변환

식이 수립되어 그림 2와 같이 영상변환이 이루어지게 된

다.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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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방법의 작업흐름도
Fig. 3. Workflow of the proposed method 

그림 2. 중심투영변환의 원리
Fig. 2. Principle of projection transformation

마지막으로 카메라 움직임 탐지단계에서는 이전 프레임

영상과 비교하여 카메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탐지하게

된다. 이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대응점 추출과

기하추정의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카메라의 움직임 여부는 이전

프레임에서 산출된 변환행렬을 이용하여 영상변환을 수행

하고 결과영상에 대해 수직시차를 측정해봄으로써 판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판별 기준을 1.5 픽셀로설정하

여, 해당수치 이상의 수직시차가 발생될 경우 카메라가 움

직였다고 판단하였다.
제안방법의 전체적인 작업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정

리해볼 수 있다.

Ⅳ. 실험 및 결과분석

제안방법의 성능검증은 영상 편위수정부분과 카메라 움

직임 탐지부분으로 나뉘어 평가가 이루어졌다. 먼저 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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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기법의 성능평가에서는 기하추정의 정확도 및강인성, 
그리고 영상변환에 따른 왜곡도 등이 분석되었다. 실험자

료에는 이러한 측면들이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카

메라틸트및 기선거리, 영상크기 등을달리하여총 3개데

이터셋이 제작되었다. 여기서 영상 시퀀스의 경우는 카메

라의 움직임을 고정하여 100개프레임 영상을갖도록촬영

하였으며, 성능검증을 위한 대응점들은 수동으로 직접 10
점씩취득하였다(그림 4 참고). 표 1을 보면 Data 1에서 4로
갈수록 오차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ataset Data 1 Data 2 Data 3

Image size 320×240 320×240 640×480

Baseline Narrow Narrow Wide

Tilt angle Small Medium Large

표 1. 성능검증용 데이터셋의 상세내용
Table 1. Dataset details used for evaluation

그림 4. 성능검증에 사용된 영상시퀀스와 평가용 대응점
Fig. 4. Image sequences and tie-points for evaluation (From top Data 
1, 2, and 3) 

평가를 위한 성능지표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하

추정의 정확도 및 강인성과 영상변환에 따른 왜곡도 분석

을 위해총 4가지 지표가 사용되었다. 먼저 정확도 측정에

는 결과영상에 잔존하는 수직시차인 이 사용되었으며, 
강인성측정에는 에피폴라선의 변동을 의미하는 가 사용

되었다. 여기서 는 편위수정된 검사점들의 위치좌표가

전체 영상 시퀀스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표준편차를 의미

하며, 만약 기하추정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0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가 작을수록모든 영상프레임

에 대해서 기하구조가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정됨을 의

미한다. 영상변환에 따른 왜곡도 측정에는 Mallon[16]
이 제

안한 결과 영상의 직교성(Orthogonality) 와 상대적인축

척변화 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와 는 각각 결과영상

에서 X, Y축이 이루는 각도와 두 대각선길이의 비를 의미

하며, 이상적일 경우 은 90°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의

경우는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성능검증의신뢰도를높이기 위하여 기존 방법과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Sampson 비용함수에 기반한

기하학적 최소화 기법인 Hartley[8] 
방법과 영상왜곡을 최소

화하기 위해개발된 Fusiello[5] 방법이 사용되었다. 다음 표

2는 방법별 측정된 성능지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Dataset Method


(pixel)
  

(pixel)

Data 1
(98 pts)

Hartley 0.96 92.02 1.03 18.72
Fusiello 0.63 89.84 1.00 9.27

Proposed 0.38 90.01 1.00 0.57

Data 2
(30 pts)

Hartley 0.87 94.81 1.06 8.19
Fusiello 1.07 90.61 1.01 16.05

Proposed 0.57 90.09 1.00 1.72

Data 3
(55 pts)

Hartley 1.56 90.78 1.02 8.27
Fusiello 1.25 90.29 1.00 15.55

Proposed 0.64 90.07 1.00 1.36

표 2. 편위수정 성능분석 결과
Table 2. Result of rectification evaluation

실험은 Data 1, Data 2, Data 3 각각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98, 30, 55개 대응점이 추출되었다. 수직시차 부분에 있어

서 오차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성능이 저감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제안방법은 서브픽셀의 정확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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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 로 표현되

는 영상왜곡도측면에서도 제안방법은 가장 최소의 변형만

을 나타냈으며, 기하추정의 일관성  결과에서도 가장 안

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러 오차요

인들에 대해 강인성이 요구되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제

안방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능분석의 나머지 한 부분으로 카메라 움직임 탐지기법

의 검증은 앞서 실험과는달리 실제 카메라 움직임이포함

되어 있는 640×480 크기의 영상 시퀀스(245개 프레임 영

상)를 제작하여 수행되었다. 참값과의 비교검증을 위해, 사
용된 영상 시퀀스에서 실제 카메라 움직임이 발생된 부분

들을 직접 육안으로 분석하여 제안방법을 통해 산출된 결

과와 비교해보았다. 다음의 그림 5는 실험에 사용된 영상

시퀀스에 대해서 카메라 움직임이 발생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빈칸으로 표시된 부분은 카메라의 움직

임이 탐지되지 않은 프레임을 의미한다. 

그림 5. 카메라 움직임 탐지결과
Fig. 5. Result of camera motion detection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안분석결과와 제안방법의 결과

는 상당히 유사하게 산출되었다. 육안분석 결과와 비교하

였을 때, 몇몇 부분에서 탐지시점이 다소 지체되는 현상이

확인됐지만 정량적으로 약 98.4%의 정확도 산출이 가능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위에서 사용된 영상 시퀀스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처리

소요시간을측정해 보았다. 대응점 추출, 기하구조 추정, 수
직시차 제거,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 탐지를 각각 단계 I에서

IV로 표기하여 각 단계별평균소요시간을 표 3에 나타냈으

며, 카메라 움직임이 발생된 경우와 발생되지 않은 경우를

각각 그림 3에서와 같이 모드(Mode) I과 II로 표기하여 전

체 동작소요시간을 표 4로 정리하였다. 이 때, 실험은 Intel 
Core i5-2320 CPU, NDIVIA GeForce GTX 550 Ti 그래픽

카드 4.00GB 메모리 성능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수행되

었다. 

Step I II III IV

Sec. 0.0584 0.0318 0.0217 0.0592

FPS 17.1312 31.4331 46.0402 16.8797

표 3. 단계별 요구되는 평균 처리시간
Table 3. Average time required for each step

Camera Mode Combination Sec. FPS

Mode I I + II + III 0.1119 8.94

Mode II III + IV 0.0810 12.35

표 4. 촬영모드별 처리시간
Table 4. Total time required for each camera mode

위의 결과는 단계 I에서 추출된 평균 44.8개의 대응점을

기준으로측정된 것이다.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 평

균적으로 초당 8.9개 프레임의 처리가 가능하였으며 고정

된 카메라에서는 초당 12.4개의프레임 처리가 가능하였다. 
이 결과는 실시간 처리의 기준을 약 30 fps라 보았을 때,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속도지만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결과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Ⅴ.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 제작에 활용

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영상정렬 및 결과 모니터링 방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방법에서는 발생 가능한 여러 오차

요인들에 대한 강인성 확보를 위해 베이지안 상대표정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기하구조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응점의 추출은 자동화 및 고속화를 목적으로 GPU 기반

의 SURF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추정된 기하구조를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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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상의 수직시차를 제거하기 위해 중심투영변환 기법

을 적용하였으며, 불필요한 반복과정을 생략하고 카메라

움직임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된 탐지기법을

구현하였다. 
제안방법의 성능분석 결과, 편위수정 부분은 기존 방식

들과 비교하였을 때 기하 정확도, 오차강인성, 영상왜곡도

측면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카메라

움직임 탐지부분에서도 약 98.4%의 탐지성공률로 신뢰적

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처리속도 분석부분에서는

9~12 fps 정도의 처리속도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실제 콘텐

츠 제작에 있어 실용적인 저작도구로서 활용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계획으로는 제안방법의 성능향

상과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FPGA(Field Pro- 
grammable Gate Array) 기반 하드웨어 시스템을설계하고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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