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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차원 영화 아바타의 성공 이후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3차원 기술과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자들

에게 더 생생하고 몰입감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차원 입체 영상이 활용되고, 전세계적으로 3차원 실

감 콘텐츠 생성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

지만 3차원 TV나 모바일 장치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 즐길 수 있

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3차원 영상 분야의 실정이

다. 이러한 3차원 콘텐츠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형태의 3차원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3차원 영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입체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는 영상의 깊이 정보를 취득하고 이에 맞게 재구성해

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중요하다 [1].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을 이용하여 가상시점 영상을 합성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을 깊이 영상 기반 렌더

링(Depth-image-based rendering, DIBR) 기술이

라고 한다[2,3]. 깊이 영상은 3차원 장면에서 객체와

카메라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정보로 활용되며, 가상

시점 영상합성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색상 영상의 모든 화소들은 카메라 정보와 깊이 영상

을 통해 세계 좌표계(world coordinate)로 역투영

(back-projection)되고, 역사상된 화소들은 다시 가

상시점에서의 영상 평면으로 사상된다. 이러한 과정

을 3차원 워핑(3D warping)이라고 한다[4]. 이는 카

메라의 조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3차원 워핑 과정에서 투영되는 화소의 위치에 가

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카메라 조정에 의

해 구해지는 카메라 매개변수(camera parameters)

와 깊이 정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도에 따라서

합성된 영상의 화질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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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정과 정확한 깊이 영상 획득은 고품질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작업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3차원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양안식 영

상 기반 제작에서는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

차를 가지는 양안식 영상을 촬영하여 깊이를 획득

한다. 그러나 양안식 영상은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점 영상은 여러 시

점에서 다수의 카메라로 한 장면을 촬영한 다중 영

상의 집합으로, 양안식 영상에 비해 넓은 범위에서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기 위

해서는 원하는 시점 수만큼의 카메라가 촬영에 필

요하며, 카메라의 배열, 카메라간 동기화, 또한 카

메라 조정에 의한 전처리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5]. 이외에도 적외선 센서 장치를 이용하여 깊

이 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 있는 깊이 카메라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6,7]. 이는 3차원 정보를 실시간

으로 획득할 수 있고 신호 처리의 편리성을 갖지만

획득한 깊이 영상의 낮은 해상도로 인해 그대로 사

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깊이 영상 업샘플링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다시점 영상의 촬영을 위한 다양

한 카메라 배열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특성에 대

해서 알아본다. 또한 카메라의 기하학적 구조와 카

메라 조정을 통한 카메라 매개변수의 획득과 그 역

할에 대해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

되고 있는 깊이 영상의 해상도를 업샘플링하는 기

술들에 대해 설명한 후 Ⅳ장에서 결론을 맺음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Ⅱ. 3차원 영상을 위한 카메라 조정
기술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은 양안

식 기반 카메라 시스템보다 넓은 범위에서 깊이감

생성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정확한 3차원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카메라 조정 기술에 대

해서 양안식 시스템보다 좀더 활용성이 높은 다시

점 카메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명하겠다[8].   

1. 3차원 영상의 촬영

다시점 3차원 영상의 촬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

(a) 평행형 배열

<그림 1>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 

(b) 수렴형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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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대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같

은 모델의 카메라를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배열로

구성하여 사용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평

행 카메라 배열을 예로 들 수 있다. 평행 카메라 배

열은 <그림 1>(a)에서 보듯이 공간상의 일직선상에

카메라를 모두 같은 방향을 보도록 하여 배치한 것이

다. 평행 배열에서 촬영된 다시점 영상은 <그림 2>(a)

에서와 같이 넓은 촬영 범위를 가지며, 촬영된 영상

으로부터 스테레오 정합(stereo matching) 등을 통한

변위 정보를 얻기가 수월하다.

한편, <그림 1>(b)와 같이 배열하는 방식을 수렴

형 배열이라고 한다. 평행형과 달리 수렴형 배열에

서는 다수의 카메라를 공간상에 존재하는 원호(arc)

를 따라 배치하는 방법으로써, 카메라를 배치하는

각도에 따라 결정되는 각 카메라의 방향은 어떤 한

수렴점을 바라보게 된다. 수렴형 배열에서 촬영된

다시점 영상은 <그림 2>(b)과 같이 객체의 측면부

와 같은 장면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좀 더 몰입감있는 3차원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 배열의 미세한 오

차에 의해서도 영상이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멀리

벗어나는 등 카메라 배열 구성에의 어려움이 있으

며, 음수 값의 변위가 발생하는 등 평행 배열에서

촬영된 영상에 비해 더 복잡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

다[9].

2. 카메라 매개변수 획득

Ⅱ.1에서 소개한 다시점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면

을 촬영한 다시점 영상은 <그림 3>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이를 영상 혹은 카메라의 기하학

(geometry)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카메라의 동작과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이 다시점 카메

라의 촬영에 의해서 각각의 영상 평면으로 투영

(projection)되는 현상이다. 공간상의 한 점과 카메

라 중심(camera center)을 잇는 선상에 존재하는 물

체 중, 가장 앞쪽에 있는 물체의 색상 정보가 이 선

이 영상 평면과 만나는 점의 화소값으로 투영된다.

다시점 카메라의 기하학적 구조를 수학적으로 해

석하면 다음과 같다. 3차원 공간의 한 점 M은 카메

라의 촬영을 통해 2차원 평면의 점 m으로 투영되는

데, 3차원 공간의 점을 2차원 평면의 점으로 투영시

<그림 2>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에서 촬영된 영상

(a) 평행형 배열

(b) 수렴형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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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행렬 P가 카메라의 투영 행렬(projection

matrix)이다. 투영 행렬은 <그림 4>에 나타난 것처

럼 3개의 행렬 혹은 벡터 성분으로 다시 세분되는

데, 카메라의 내부 특성을 나타내는 행렬 K, 카메라

의 방향을 나타내는 행렬 R, 카메라의 위치를 나타

내는 벡터 t로 표현할 수 있다. K는 카메라의 내부

(intrinsic) 변수, R과 t는 카메라의 외부(extrinsic)

변수로,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를 통틀어 카메라 매

개변수라고 한다.

카메라 매개변수는 카메라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다고 할 수 있다. 내부 변수 K는 카메라의

초점 거리(focal length)와, 카메라의 광축(optical

axis)과 영상 평면이 만나는 점인 주점(principal

point)의 좌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회전 행

<그림 3> 다시점 카메라의 기하학적 구조

<그림 4> 카메라 매개변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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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R은 3x3 행렬로, 각 행벡터는 순서대로 카메라

의 수평축, 수직축, 광축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행

벡터는 단위벡터이고,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벡터 t는 공간상의 임의의 원점에 대하여 카

메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이다[10]. <그림 4>는

카메라의 기하학적 구조와 함께 카메라 매개변수의

역할을 보여준다.

카메라 매개변수는 3차원 영상처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정보이다. 영상 정렬 및 워핑, 깊이 생

성, 임의 시점 합성,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생성, 3차원 모델링 등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카

메라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고품질의 다시점 3차원 입체 영상 제작 및 3

차원 응용 구현을 위해서는 정확한 카메라 매개변

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카메라에서 촬영

된 영상으로부터 카메라 매개변수를 구하는 과정을

카메라 조정이라고 한다. 카메라 조정을 위해서는

다시점 카메라의 각 시점에서 자세를 변화시켜가며

촬영한 격자 무늬의 패턴 영상이 여러 장 필요하다.

촬영된 패턴 각 영상에 대해서 코너 점들을 수동으

로 찾아서 입력해주고, 격자의 한 변의 길이를 입력

해주면 카메라의 초점 거리와 주점 좌표, 방향, 위

치를 예측한다. 이 때 결정되는 것이 3차원 공간의

임의의 원점과 공간을 정의하는 좌표계이다. 먼저

공간이 정의되어야 카메라의 위치와 특성 또한 정

의될 수 있다[11].

Ⅲ. 3차원 영상의 화질 개선을 위한
깊이 업샘플링 기술

3차원 정보 생성에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

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최근 깊이 카메라를 단

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깊이 카메라와 양안식 혹은

다시점 카메라를 함께 사용해서 색상 영상에 해당

하는 고해상도의 깊이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도 제

안되었다[12]. 하지만 깊이 카메라의 깊이 영상은

양안식이나 다시점 카메라의 색상 영상에 비해서

해상도가 상당히 낮아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깊이 영상의 업샘플링 기술은 3차원

화질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1. 깊이 영상만을 이용한 업샘플링 

다시점 영상과 DIBR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초창

기에는 깊이 영상의 특성을 고려한 업샘플링기술들

이 따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업샘플링을

위해서 주로 색상 영상에 대해서 사용되던 영상처

리 기술을 그대로 깊이 영상에 적용했었다. 주로 사

용되던 방식이 bilinear, nearest-neighbor,

bicubic 보간법 등이다. <그림 5>는 기존의 영상처

리 기술을 이용한 깊이 영상의 업샘플링 결과를 보

여준다.

하지만 상기한 방법들은 깊이 영상의 경계 부분

을 흐리게 만들거나 객체 경계를 부정확하게 만드

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영상

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깊이 영상을 업샘

플링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일례로 깊이 영상

의 경계를 선명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평면 맞춤

(plane fitting) 기술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을 업샘

플링하는 기술이 제안되었다[13]. 이를 위해,

bicubic 보간법을 이용해서 초기 고해상도 깊이 영

상을 생성하고, 색분할을 통해서 유사한 값을 갖는

초화소(super pixel)들로 깊이 영상을 구성한다. 그

런 다음, 각 초화소 별로 오차가 최소가 되는 평면

함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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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적용하면 초기 깊이 정보의 부드러운

경계 부분은 상대적으로 평면함수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흐려진 경계 부분이 선

명하게 복원될 수 있다. 하지만 평면들 사이에서 원

(a) 원본 깊이 영상 (b) bilinear 기술

(c) bicubic 기술 (d) nearest-neighbor 기술

<그림 5> 기존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깊이 영상 업샘플링 결과

<그림 6> 평면 맞춤을 이용한 깊이 업샘플링 결과

(a) 저해상도 깊이 영상 (b) 업샘플링괸 깊이 영상 (c) 3차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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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은 불연속 구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초화소의 평면 방정식을 계산한 뒤, 마르코프 랜덤

필드 (Markov Random Field, MRF) 모델을 이용

하여 계산된 평면 방정식과 인접한 깊이 값들과의

오차를 고려하여 최종 깊이 값을 계산한다. 이때

는 평면함수와 계산된 깊이 값들의 차이와 인접한

화소들의 유사도가 고려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

면 <그림 6>과 같이 색상 영상의 1/64 해상도를 갖

는 저해상도 깊이 영상도 경계 흐림 현상 없이 효과

적으로 업샘플링할 수 있게 된다.  

2. 색상 정보를 활용한 깊이 업샘플링 

앞서 소개한 깊이 영상만을 이용한 업샘플링 기

술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정확

한 객체 경계 부분의 깊이 값 개선을 위해서 대응되

는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연구되고 있

다. 깊이 영상은 색상 영상과 동일한 시점에서 객체

의 거리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서로 매우 높은 상

관도를 가진다. 또한, 불연속한 깊이 값은 색상 영

상에서 불연속한 색상값과 같은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특성을 활용하면 깊이 영상만을 이용하

는 방법보다 객체 경계를 보정하는 측면에서 효율

적으로 깊이 영상을 개선할 수 있다.

색상 정보를 이용한 효율적 깊이 업샘플링 방식

의 하나로 양방향 필터에서 화소값 차이 필터를 색

상 정보로부터 얻어내어 사용하는 결합형 양방향

필터(Joint Bilateral Filter, JBF)를 들 수 있다[14].

기존의 양방향 필터는 한 장의 색상 영상에 적용되

는 저역 필터로써, 인접 화소와의 거리차, 색상차

각각에 대한 두 개의 Gaussian 함수를 사용한다.

반면, JBF는 깊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색

상 영상으로부터 계산된 Gaussian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깊이 값을 필터링한다. 

앞서 언급한 색상 정보를 이용한 기술들은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의 경계가 일치한다는 가정, 즉,

동일한 시점에서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을 획득하

는 시스템에서 개발된 기술들이다. 하지만 깊이

카메라와 색상 카메라의 조합으로 이뤄진 복합형

카메라에서는 두 카메라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3차원 워핑을 통해 두 카메라의 위치를 일치시키

더라도 경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유효 화소

의 분포가 다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색상

분할 기술과 MRF 모델링을 이용하여 경계 불일

<그림 7> 분할 영상을 적용한 MRF 모델 기반의 업샘플링 결과

(a) 원본 색상 및 깊이 영상 (b) 업샘플링 결과 (c) 3차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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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문제가 존재하는 깊이 영상을 업샘플링하는 기

술이 제안되었다[15]. 이 방법은 첫 번째로 고해

상도 깊이 영상의 확률을 MRF 모델을 통해 정의

하고, 색상 영상을 분할한 정보를 사전 확률 모

델에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MRF 모

델을 정의하게 되면, 경계 주변 영역의 깊이 값

의 유연성이 증가하여, 정확한 값으로 수렴할 확

률을 높인다. 이를 실제 영상에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이 기존 방법에 비해서

정확하게 영상의 경계 부분이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영상 전체에 해당 기술을 적용

하여 깊이 영상을 업샘플링하고 이를 3차원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보여준다.

Ⅳ. 결 론

영상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2차원 영상

을 뛰어넘어 현재는 3차원 영상까지 볼 수 있는 기

술의 상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차원 콘텐

츠는 기존의 방식으로 촬영되고 편집해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기술

및 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장면 영상에서 3차원 정보는 영상의 깊이 정보를

추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

문에서는 3차원 영상 획득을 위한 카메라 조정 및

깊이 영상 업샘플링 기술을 살펴보았다. 카메라 조

정 기술을 통한 매개변수의 계산은 영상처리의 오

차를 줄임으로써 3차원 입체 영상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깊이 영상 업샘플

링 기술은 깊이 카메라로부터 이미 획득한 깊이 정

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고화질 및 고해상도 입체 영

상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3차

원 영상 산업의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

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관심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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