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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3DTV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3D 영화나 콘텐츠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3D 콘텐츠는 실사 제

작이 어려워서 그래픽 애니메이션 위주로 출시되

었으나 요즈음에는 실사 영상도 속속 제작되고 있

다. 실사 영상 제작을 위한 핵심 장비가 3D 카메라

이다. 본 고에서는 3D 카메라의 원리와 기능에 대

해 살펴본 후, KBS 방송기술연구소에서 방송용으

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3D 카메라에 대해 소

개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출시되고 있는 국

내외의 각종 카메라 개발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3D 카메라의 원리 및 분류

1. 입체시와 3D 카메라의 원리

사람이 시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는 원인은 <표

2.1>과 같은 생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사람의 기억

또는 경험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라고 이미 1800년

대부터 수행된 연구에 의해서 알려져 있었으며,

1838년에 영국의 찰스 위스톤에 의해 처음으로 관

련 연구 결과가 책으로 발간되었을 정도로 오래 동

안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3D 카메라 또는 입체 카메라는 사용하는 카메라

의 개수에 따라서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인

스테레오(stereoscopic) 방식 카메라와 3대 이상 다

수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멀티뷰(multi-view) 방식

카메라로나눌수있다. 본고에서소개하는3D 카메

라또는입체카메라는스테레오카메라만으로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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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D 카메라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앞서 설명한,

사람이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3D 카메라는 이러한 요

인들 중 주로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3D 영상을 제작

하는방식을사용한다.

양안시차는 오른쪽 눈으로 받아들인 영상과 왼쪽

눈으로받아들인영상의위치차이를뇌가분석하여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을 두 대의 카메라로 대체하여 <그림 2.1>과 같이

3D 카메라를구성할수있다.

두 대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사람 두 눈의 망막

역할, 렌즈가 수정체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

로 입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주시각 차와 초점 조

•양안시차(Binocular disparity) : 양쪽 눈의망막에생기는상의차이에의해입체감를느끼게됨.

•주시각(Convergence) : 물체를 볼때, 양쪽눈의시선이물체를향해모이게되는데이를주시각이라고하고, 가까운거리의물체와먼

거리의물체에대한주시각차이에의해입체감을느끼게됨.

•초점조절(Accomodation) : 물체를 응시할때, 대상물과의거리에따라서수정체의초점거리가변하는것. 가까운거리에있는물체를

볼때는수정체가수축되고, 먼거리에있는물체를볼때는수정체가이완됨.

•운동시차(Motion Parallax) : 관찰자와 관찰대상물체의상대적위치차이에의해입체를느끼게됨.

•시야의크기(Visual Field Size) : 두 눈으로관찰할수있는범위의제한이없으면없을수록실제의공간에있는것과같은실체감및임장

감이강해지는특성.

•공기투시(空氣透視, Aerial Perspective) : 먼지, 물방울 등공기속의오염물질을지닌공기를통하여보기때문에멀리있는물체들은가

까운대상들보다더희미하게보이는현상.

•선원근법(Linear Perspective) : 두개의평행선을볼때, 두선은가까워지는것처럼느껴지며, 하나의점에서만나게되는현상.

•텍스처구배(Texture Gradient) : 거리가 멀어질수록망막에투영되는상의텍스쳐가치밀해지는현상.

•그림자: 윤곽이있는물체의경우빛이비춰지면, 그림자가생성되는데, 이것을통하여물체의입체감을인지함.

•중첩(Overlapping) : 뒤쪽 물체가앞쪽물체에의해서일부가가려보이는현상으로두물체의입체감을판단.

•진출색/후퇴색: 시각적으로가까이혹은멀리있는것처럼느껴지는색. 보통밝은색이어두운색보다가까이있는것처럼느껴짐.

<표 2.1>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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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3D 카메라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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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3D 카메라를 구

성할수있다.

2. 3D 카메라의 분류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3D 카메라는 아래의

<표2.2>와같이카메라배치방식과주시각제어방

식에의해구분된다.

두대의카메라배치방식에따라서<표2.2>와같

이 3D 카메라는 평행식과 직교식으로 나뉜다. 두 가

지 형식으로 나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평행식의 경

우 렌즈의 크기 및 카메라 본체의 크기 등에 의해 사

람 눈과 눈 사이 평균 거리로 알려져 있는 65mm를

구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행식

3D 카메라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므로 소형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교식의 경우 사람 눈의 평균

거리인 65mm 이하의 카메라 배열을 구성할 수 있

다는 점과 근접 3D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

나, 카메라의 구조에 의하여 소형화가 어렵고 정교

한 리그(rig : 두 대의 카메라를 적절히 설치하여 제

어하기위한3D 카메라기구부의명칭) 시스템이필

요하며, 하프 미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색상 차

이 보정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3D 카메라형식이라할수있다.

3D 카메라에 찍힌 두 입체 영상에서 시차가 0인

지점을 주시점이라 하고 이 주시점과 카메라 간의

각도를 주시각이라고 한다. 주시점보다 앞에 있는

부분은 입체 영상 시청 시 스크린보다 돌출되어 보

이고, 주시점 뒤에 있는 부분은 스크린 뒤쪽으로 들

어가 보이게 된다. 이러한 주시각 또는 주시점은 입

체영상의전체적인입체감과피로감에영향을주므

로 3D 카메라 제작에 있어서 주시각 또는 주시점 제

어는매우중요한요소이다. 

이러한 주시각 또는 주시점 제어 방식에 따라서

3D 카메라는 수평축 방식, 교차축 방식, 수평이동축

방식으로 나뉜다. 이하에서는 각각 수평식, 교차식,

수평이동식이라약칭한다.

수평식 3D 카메라는 두 대의 카메라를 평행한 판

위에 카메라가 수평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만든 형

식으로 주시점 제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가장 단

순한 방식으로 제작이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근거

카메라배치방식에따른분류 주시각제어방식에따른분류

•평행식 •수평식

•직교식 •교차식

•수평이동식

<표 2.2> 3D 카메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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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장면이나고배율줌이필요한장면에서과도한

시차가발생할수있는단점이있다.  

교차식 3D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같이 카메라를

회전시켜 주시점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단순

한 장점이 있는 반면 거리와 시차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키스톤 왜곡이 생겨서 피로감

을일으킬수있는단점이있다.

수평이동식 3D 카메라는 두 개의 카메라를 수평

식과 같이 평행하게 배열한 후, 주시점 조절을 위해

카메라와 렌즈의 사이를 이격시켜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경우교차식에서

발생하는거리와 시차의왜곡문제를해결함으로써,

비교적 고화질의 입체 영상 촬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렌즈와 카메라를 분리하여 제작해야 하

는어려움이있다.

III. KBS 개발 HD 3D 카메라

KBS 방송기술연구소에서는 HD 디지털 방송 시

대 이후의 차세대 방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2년간의

연구 끝에 2004년 말에 연구용 HD 양안식 3D 카메

라를 개발 완료하였다. 카메라 개발과 함께 3D 비디

오 처리 기술, 3D 화질 측정, 휴먼 팩터 등 관련 기술

을 연구하였고 시험 콘텐츠 제작에 의해 3D 콘텐츠

제작기술을축적하였다.

1. 3D 카메라 개요

KBS 방송기술연구소에서는 2대의 방송용 양안

식 3D 카메라를 제작하였으며, 2003년에 1차 카메

라를 개발하였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사용하

기 쉽고 가벼우며 성능이 향상된 기능 등을 부가하

여 2004년에 2차 카메라를 개발하였다.  이들의 사

양은 <표 3.1>과 같고 실제 개발된 카메라 형태는 <

그림3.1>과같다. 

2. 3D 카메라의 구성 및 기능

2대의 카메라 모듈은 Ikegami사의 HDL-40을 사

1차camera 2 차camera

입체방식 수평이동축방식

Size 500×380×256(L×W×H mm) 523×300×259(L×W×H mm)

Weight(본체) 약 35kg 약17kg

카메라이격거리 최소95mm, 최대260mm(최대관측거리T=30m) 최소105mm, 최대175mm(최대관측거리T=20m)

재질 강화알루미늄 강화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

오차보정 수동/자동(렌즈부및카메라광축미세조정장치) 동시구현

LCD 패널 Zoom(좌,우), Focus(좌/우), Convergence, 3D 효과

HD-SDI×3 (L,R, S/S)

출력단자
HD-SDI×2 HD-SDI×1 (뷰파인더용)

HD-SDI×2 (뷰파인더용) RCP 제어포트×2 (L, R)
통신포트×2 (RS232, RS422)

사용전원 AC220V AC220V, DC12V 밧데리

렌즈 12-96mm, X8 아날로그제어 7.8-133mm, X17 디지털정밀제어

모터Type Linear Stepping Motors DC Motors

<표 3.1> 1차, 2차 개발 카메라 사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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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3D 카메라 2차 3D 카메라

<그림 3.1> 1차, 2차 개발 3D 카메라

<그림 3.2> 3D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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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렌즈는 Fujinon사의 HD급 17배율 렌즈

를사용하였는데디지털제어가가능하여좌우렌즈

의동일화가좀더용이한장점이있다. 

수평 이동축 형태로 동작하도록 주 제어부와 좌,

우 카메라/렌즈 제어를 위한 부 제어부로 구성된 제

어부를 제작하였다. 주 제어부에서는 줌, 포커스, 양

카메라간 거리, 아이리스 등의 정보를 입력받아 디

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양 카메라에 전송하고, 양 카

메라의 부 제어 보드에서는 받은 정보 신호에 따라

정해진 위치로 각각의 DC 모터를 구동하고 제어하

여 전체적인 3D 카메라가 구동되도록 한다. 렌즈의

줌, 포커스에 따른 초점 거리 조정은 미리 얻어낸 자

료를룩-업테이블화하여이용한다.

MUX 보드는 두 카메라로부터 받은 좌, 우 영상

신호를 <표 3.2>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비디오 신호

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여러 방법으로 입

체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하여 정밀한 3D 촬

영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동시에 촬영 비디오에 대

해 line-by-line 출력으로 저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한다.

LCD 모니터 부는 편광 필터가 부착된 LCD 모니

터를 사용하고 MUX 보드 출력을 받아 디스플레이

하여, 촬영자가 3D 영상을 프리뷰하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해준다.

개발된 3D HD 카메라의 카메라 배치 방식은 평

행식, 주시각 제어 방식은 수평 이동축 방식을 채용

하고 있어, 우수한 화질의 입체 영상을 촬영할 수 있

다. 수평이동축방식에서<그림3.3>과같이정밀한

광축의 유지 및 조정과 미세한 주시각 조절이 필수

적이며, 렌즈와 카메라 바디가 따로 구동되어야 하

므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다. 개발 카메라에서는

이를 위해 카메라 헤드 부와 렌즈 부가 독립적으로

미세하게 제어될 수 있는 정밀한 기구부를 제작, 적

용하였으므로 시각적으로 피로감이 적은 우수한 화

질의 3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할 수

있었다. 

방송용 2D 카메라에 있어서 줌 기능은 필수적인

기능이며, 3D 카메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

다. 3D 카메라는 무엇보다도 주시각 제어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줌 동작에 따라서 주시각이 촬

영자의 의도와 달리 표현된다면, 3D 카메라에서의

줌 기능은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3D 환경에서 줌을

동작시키려면 임의의 줌 값에서 주시각을 조절하여

촬영하고, 줌 값을 변경한 후 다시 주시각을 조절하

여 촬영하거나, 줌 레버와 주시각 레버를 정교하게

동시 제어하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현재

신호명 신호규격 채널 형식/모드 비고

입력 HD-SDI 2ch

Muxed (VCR 녹화) HD-SDI 1ch side-by-side 카메라파라미터삽입

L

R

출력 View Finder HD-SDI 1ch
side-by-side 카메라

line-by-line 파라미터표시

CbCr on/off

수직분할

입력bypass HD-SDI 2ch(L/R) 카메라파라미터삽입

<표 3.2> MUX의 입출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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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D 카메라의 사용 환경에 비하여 대단히 불편하

게 느껴질 것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KBS 개발 카메라에서는 주 피사체에 주시각이 맞

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줌-주시각 연동제어 기능을

동작시키면 줌 동작을 해도 주 피사체에 주시각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줌-주시각 연동제어 기능을

구현하여, 현재의 2D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편리하

게 줌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기능은 KBS가

개발한카메라의중요한특징중의하나이다. 

IV. 3D 카메라 개발동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D 카메라는 광학모듈

과 카메라 본체의 구성에 따라 크게 직교식, 평행식,

교차식, 수평이동식으로 나누어지며, 이 외에도 여

러 형태의 3D 카메라가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데 요즈음 영화 촬영용 카메라로 직교식 리그 형태

의카메라가많이출시되고있다.

1. 국내 3D 카메라 개발동향

1) KBS 방송기술연구소

줌-주시각 연동제어가 되는 수평이동축 방식의

HD 3DTV 카메라를개발함.

2) (주)아솔

2개의 렌즈가 양안처럼 결합된 렌즈 어댑터를 하

나의카메라바디에장착시킨방식으로일반카메라

처럼운용이간편하고저렴하지만, 기계적인 문제로

렌즈간의 간격조절에 한계가 있고 두 대의 카메라

바디를 장착하는 방식과 비교해 영상의 해상도가

1/2로감소되는단점이있는방식.

3) (주)스테레오피아

3DTV는 디스플레이의 사이즈에 따라서 시청 거

리가 달라지고, 이 거리에 따라서 인지할 수 있는 깊

이가달라지므로OSMD(One Source Multi-Display)

라불리는특정3DTV 카메라세팅을사용하는방식.

<그림 3.3> 수평이동축 3D 카메라 방식

O

q

a

Z

s

h h

f
t

dl dr
Left camera Right camera

Lens

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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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레드로버

주시각 및 양안시차를 동시에 제어하는 평행축과

직교식카메라를개발.

5) (주)한국입체방송

교차축 방식의 주시각 제어 3D 카메라, 수평이동

축제어3D 카메라를개발.

<그림 4.1> 3D 카메라의 예(1)

KBS 방송기술연구소 (주)아솔 렌즈 어댑터 (주)스테레오피아

<그림 4.2> 3D 카메라의 예(2)

(주)레드로버 (주)한국입체방송 (주)V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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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V3I

수평이동축방식의방송용HD 입체카메라(스튜

디오용, 견착식, 접사용) 개발.

2. 해외 3D 카메라 개발동향

1) 3ality (미국)

직교식과 side-by-side rig를 개발하였으며, 다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시스템이 아닌 촬영조건

에따라적절한카메라를선택하는제품군을선보이

고 있음. 현재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

고있으나, 너무고가라는단점이있음.

2) P+S Tech (독일)

직교식의 대표적 카메라 제작업체로서 3ality에

비하여비교적저렴한카메라를선보이고있으나하

프미러의품질에문제가있다는단점이있음.

3) Swiss Rig (스위스)

하프미러를 사용하는 직교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3ality, P+S Tech 등과는달리세로방향의카메라를

아래부분에배치함.

<그림 4.3> 3D 카메라의 예(3)

3ality P+S Tech Swiss Rig

<그림 4.4> 3D 카메라의 예(4)

Sony Panasonic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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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ny (일본)

Sony에서 곧 출시할 카메라로 렌즈 하나에 들어

온 빛을 프리즘 등으로 양안 분리하여 두 이미지로

촬상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완벽한 양안영상 동일성

과 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양안시차의 양이 제

한적일것으로예상됨. 

5) Panasonic (일본)

2개의 렌즈와 본체를 하나로 결합하여 1080/30p

의 시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AVC-ULTRA 3D는

포터블한반면에양안시차의양이제한적인것으로

알려져있음.

6) NHK (일본)

HD급 입체카메라를 스튜디오형 및 이동/견착식

으로 개발하였음. 현재, 촬영이나 영상물 제작은

NHK Media Technology를통해서수행하는것으로

알려져있음.

7) TOEI (일본)

교차식 카메라를 개발하였으나 키스톤 왜곡이 발

생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음.

3. 3D 카메라의 개발 전망

현재 두 대의 카메라를 조합하여 제작된 입체 카

메라의 경우 두 카메라 사이의 하드웨어 특성의 불

일치로 인한 셋업 및 파라미터 설정 등의 문제점과

입체감을구현하는데있어왜곡보정, 줌-주시각제

어 등 개선할 점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또한,

ENG 카메라는 스튜디오용 카메라와는 달리 소형화

가되어야하고자체적인3D 비디오포맷변환, 입체

영상 왜곡 보정 기능 등을 내장해야 할 것이다. 궁극

적으로는 두 대의 카메라를 조합하는 방식이 아닌

일체형으로발전해갈것으로전망된다.

V. 결론

이상으로3D 카메라의원리와종류에대해알아보

았고 KBS가 개발한 카메라의 개요와 최근의 국내외

3D 카메라의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3D 카메라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각각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쓰이는

용도즉, 영화용이냐방송용이냐에따라서다르고, 촬

영거리 즉, 중장거리 촬영용이냐 단거리 접사용이냐

에따라서도다르며, 촬영장소즉, 스튜디오에고정해

놓고 촬영하느냐 아니면 어깨에 메거나 간편히 휴대

하며야외촬영을하느냐에따라다르므로, 각각의용

도에 맞는 최적의 카메라를 선택해서 최고의 화질로

촬영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함에

기인하는양안영상의불일치문제를해결하고, 자연

스러운 줌 기능이 가능한 3D 카메라와, 셋업 시간과

촬영인력을최소화할수있는편리한3D 카메라등

이 앞으로 개발되면, 시각 피로가 적고 고품질인 차

원높은3D 영상촬영이가능해질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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