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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TOF 카메라를 이용한 3 차원 비디오의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생성된 
콘텐츠를 전송 및 재생하기 위해 MPEG-4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TOF 센서로 획득한 
데이터를 알파매팅 및 깊이 최적화 과정을 거쳐 고품질의 깊이 비디오를 생성하고 MPEG-4 시스템
으로 부호화 한 후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3차원 비디오를 제공한다.  

 

1. 서론 

정보기술, 고성능 컴퓨팅 및 실감형 디스플레이 기
술 등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3 차원 텔레비전, 3 차원 
영화, 실감형 원격회의 등과 같은 3 차원 응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3 차원 응용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3 차원 비
디오 획득의 어려움에 있다. 3 차원 비디오는 실 세계
의 동적인 장면을 획득하여 표현하는 미디어를 의미
한다. 

3 차원 비디오의 획득은 사용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해
당 장면의 완벽한 3 차원 정보를 획득 및 복원하는 
방법과 둘째 해당 장면의 깊이 정보 (2.5D)를 획득하
는 방법이다. 완벽한 3 차원 장면을 생성하면 사용자
가 가상의 카메라를 조작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3 차
원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다. 반면 시스템 구축이 어
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깊이 기반의 3 차원 비디오는 자유시점에서의 

시청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측정한 시
점에서는 충분히 3 차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시
스템 구축이 용이하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3D 디스플
레이 장치가 스트레오 기반이기 때문에 깊이 기반 3
차원 비디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깊이 정보의 측정을 위해 고전적으로 스테

레오 기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깊이 
정보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저비용의 Time-of-Flight 
(TOF) 카메라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카메라는 대상 
장면이나 객체의 거리정보 측정을 위해 TOF 기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TOF 카메라를 이용한 3 차원 비디

오의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전
송하여 재생하기 위해 MPEG-4 멀티미디어 프레임워
크 (Multimedia Framework)을 사용하였다.  

TOF 센서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깊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대상 객체가 털이나 머리카락 같이 
경계가 모호할 때는 부정확한 깊이 정보를 생성한다. 
부정확한 깊이 정보는 3 차원 비디오 재생 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깊이 정보를 향상시켜야만 자연스
러운 3 차원 장면의 재생이 가능하다. 이는 투명도 영
상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 차원 비디오 획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TOF 센서를 이용하여 해당 
객체의 색상 및 기하정보를 획득한 후, 해당 객체의 
투명도 영상을 획득한다. 획득한 투명도 영상을 기반
으로 하여 깊이 영상을 최적화 한다. 이렇게 최적화
된 깊이 영상, 색상영상, 투명도 영상을 MPEG-4 프레
임워크를 이용하여 압축 및 전송하고 3 차원 디스플
레이를 통해 재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법

을 제안한다.  
- TOF 센서 기반의 투명도 계산 알고리즘 개발 
- 투명도, 적외선 정보를 이용한 깊이 최적화 알
고리즘 개발 

- MPEG-4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기반의 전송 
및 재생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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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개요.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절을 

의미함.  

2. 시스템 개요 

(그림 1)은 본 시스템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제안하
는 시스템은 색상 및 깊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하
고, 알파 매팅 및 깊이 영상 향상을 오프라인에서 처
리한 후, 3 차원 비디오의 렌더링은 실시간으로 수행
한다. 이는 투명도 계산과 깊이 최적화 과정이 실시
간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이 생방송이나 실시간 화상회의와 

같은 실시간 처리가 필요로 하는 응용분야에서는 중
간 오프라인 과정을 생략한 채 측정하여 바로 사용자
에게 보낸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파이프라인을 거쳐 3 차원 
콘텐츠를 생성한다.  

 
3. 3차원 비디오 획득 및 최적화 

3.1 데이터 획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TOF 카메라는 색상, 깊이, 
적외선 영상의 실시간 획득이 가능하다 [1].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F 카메라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외선을 대상 객체에 방사한 후, 
반사된 가시광선은 RGB 센서로 전달되어 색상영상을 
생성하고, 적외선은 D-카메라 모듈로 전달되어 깊이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생성한다. 여기서 적외선 영상
은 반사된 적외선데이터를 영상으로 저장한 것이고, 
깊이 영상은 적외선이 해당 객체를 향해 날아간 시간
과 객체에 반사되어 카메라로 되돌아온 시간을 측정
하여 생성된다. 최종적으로 256 단계로 양자화 되어 8
비트의 gray 레벨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림 3)은 TOF 
카메라로 측정한 컬러, 깊이 및 적외선 영상을 보여
준다.  

3.2 투명도 계산 

본 연구에서는 객체의 투명도 계산을 위해 알파매팅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알파 매팅이란 주
어진 영상에서 전경을 정교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말
하며, 고품질의 알파매팅을 수행하는 것은 사진 편집, 
비디오 편집, 영화 특수 효과 및 디지털 콘텐트 분야
에서 매우 중요하다. 알파 매팅으로 주어진 이미지에
서 배경과 전경을 구분하여 전경을 추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배경에 추출된 전경을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그림 2) TOF 카메라의 원리 

 
(그림 3) TOF 카메라로 측정한 데이터 

있다. 매팅 방법에 있어서는 이미지를 세 개의 구역 
(알고 있는 전경 구역, 알고 있는 배경 구역 및 모르
는 구역)으로 분할하는 사용자 정의 트라이맵 (trimap)
이 필요하다[2], [3], [4], [5], [6], [7]. 자연영상 매팅 방
법에 따르면, 전경과 배경이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배경이 복잡한 경우
에도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획득한 적외선 정보는 전경과 배경의 컬러 
유사성과는 독립적이므로, 전경과 배경의 색이 
유사할 경우에도 매팅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알파매팅 중에 비교적 고품질의 투명도를 추출할 수 
있는 closed-form matting 방법을 수정하여 3 채널의 R, 
G, B 외에 적외선 정보를 추가하여 알파매팅을 
수행하였다. 그러면 매팅 affinity 함수는 다음과 같이 
3채널의 벡터를 가지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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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k 는 공분산 행렬이고, μk 는 평균벡터를 

의미한다.  I4 는 4×4 크기의 정방행렬이다. 본 논문에
서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매팅 라플라시안을 최소화
기 위해 Matlab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4)는 
RGB 영상만을 이용한 매팅 결과와 적외선 영상을 추
가하여 매팅과정을 수행한 결과 비교를 보여준다. (그
림 4)에서 보듯이, 적외선 정보를 추가한 경우가 기존
의 방법보다 정확한 투명도 정보를 계산하다.  

 

 
(그림 4) 알파매팅 결과 (컬러영상, RGB, RGB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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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깊이 최적화 전과 후의 결과 비교 

3.3 깊이 정보 최적화 

투명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득한 깊이 영상을 그대
로 이용하여 3 차원 장면을 생성하면 (그림 5)의 왼쪽 
그림과 같이 심각한 에러를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MRF 기반의 깊이 정보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8].  
투명도 값을 조사하여 만일 미세한 구조 영역에 있

는 픽셀(pixel)이 전경에 속하면 전경의 깊이 값을 전

파하고, 아니면 배경의 깊이 값을 전파한다. 이를 위

해, 주어진 깊이 영상을 MRF 기반의 그래프로 구성

하고 다음과 같은 수식을 최적화 하는 깊이 값 dp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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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p 는 데이터 비용 (data cost)으로 영상의 각 

픽셀 p 에 대해 깊이 값 dmp 가 깊이 영상으로부터 주

어지면 새로운 깊이 값인 dp 를 할당 했을 때 발생하

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에너지는 영상복원 문제에서

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두 픽셀 값의 차에 대한 

절대값으로 계산한다.  

 

( )tdddD pmppp ,min)( −=               (3) 

 

여기서 t는 절단 값 (truncation value)을 의미한다.  

V(dp,dq)는 평활성 비용(smoothness cost)으로 두 인

접 노드 dp, dq 간의 일관성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인

접 노드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4-

연결 이웃 시스템 (4-connected neighboring system)을 

이용하였다. 평활성 비용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

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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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함수 ρ 는 두 픽셀 p, q 간의 투명도 값의 기

울기 함수 (gradient function)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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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문턱 값 (threshold value)를 의미하고, S는 

유사성 함수로 평활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발

생하는 벌점 (penalty)을 의미하고, P 는 해당 투명도 

기울기 함수 값이 작을 때 증가하는 벌점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투명도 값에 맞춰 주어진 깊이 영상의 

불연속성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두 인접 픽셀 픽셀

이 비슷한 투명도 값을 가지고 있다면 평활성 비용 V
는 두 픽셀의 깊이 값 역시 비슷한 값으로 만드는 역

할을 한다. 최종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지역적 향상을 통한 지역적 최소값을 찾는 신뢰

전파 (belief propag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9]. 
 

4. MPEG-4 기반의 3차원 콘텐츠 전송 및 재생 

TOF 카메라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알파매팅, 
깊이 최적화 등의 일련의 처리 과정을 거쳐 생성한 

3D 콘텐츠를 전송 및 재생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MPEG-1 이나 MPEG-
2 와 같은 전통적인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는 3 차원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코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차원 비디오와 오디오간의 동기화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

리밍 데이터를 지원하고 차세대 방송분야에 적합한 

MPEG-4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다.  
MPEG-4 스시템은 BIFS 라 불리는 장면기술자 

(scene descriptor)를 정의한다. MPEG-4 BIFS 는 장면을 
구성하는 각 객체들이 시간,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떻
게 구성되는지를 정의한다. 3 차원 장면을 구성하는 
모든 객체들은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MEPG-4 
BIFS내의 Shape 노드안에 새로운 노드 DepthMovie를 
추가하여 3차원 비디오를 기술된다.  
 

DepthMovie
{

field   SFVec2f      fieldOfView 0.785398 0.785398
field   SFFloat nearPlane 10
field   SFFloat farPlane 100
field   SFBool orthographic TRUE
field   SFTextureNode texture NULL

}

Shape {

appearance Appearance {

texture MovieTexture { url “colorVideo.h264” }   }

geometry DepthMovie {

texture MovieTexture { url “depthVideo.h264”}    }

}

(b)

(a)

 
(그림 6) 깊이 비디오 표현을 위한 노드 설계  

(a) 노드 기술의 예 (b) color+depth 기술의 예 

-  544  -



 
 

제 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7권 제 1호 (2010. 4) 

 

 

(a)                       (b) 

(그림 7) 3차원 콘텐츠 재생장면. (a)원본데이터로 

렌더링 (b)제안하는 과정을 거친 데이터로 렌더링 

 
(그림 8) 재생된 3차원 콘텐츠의 시점 변경 

 
이렇게 3차원 장면을 기술한 정보와 3차원 장면에 

추가적으로 재생하고자 하고자 하는 CG 객체 정보를 
포함하는 MPEG-4 BIFS 를 MPEG-4 시스템에서 제공
하는 BIFS 인코더를 이용하여 부호화한다. 최종적으로, 
RGB 비디오, 깊이 비디오 및 MPEG-4 BIFS 스트림이 
MP4 파일로 다중화되고, 클라이언트 (client)에게 전송
된다. c클라이언트에서는 MPEG-4 BIFS정보에 따라 3
차원 장면을 생성한 후 이를 스테레오 디스플레이에 
재생한다.  

 
5.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획득을 위해 3dvsystems 사의 
ZCam TOF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ZCam 을 통해 획득
한 모든 영상은 320×240 크기의 해상도를 갖는다. 이
는 해상도가 너무 낮아 일반 가정용 TV 에는 적합하
지 않고, 휴대폰이나 DMB 등의 휴대용 전자제품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용 TV 콘텐츠 생성을 위
해서 보다 고해상도의 RGB 카메라를 추가로 사용하
는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7)은 TOF 카메라로 획득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3D 콘텐츠를 MP4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
한 결과를 보여준다.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데이
터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처리과정을 거친 3D 
콘텐츠의 품질이 보다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장면은 또 다른 콘텐츠의 생성 및 재생 결

과를 보여준다. (그림 8)에서 보듯이, 시청자에 의해 
시점변경과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정면을 기준
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약 15 도 정도 전체 장면을 
회전하여 시청자의 시점을 변경하였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TOF 카메라를 이용한 3 차원 비디
오의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사용자에게 전송
하여 재생하기 위한 MPEG-4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을 소개하였다. 먼저 TOF 카메라를 이용하여 해당 객
체의 색상 및 기하정보를 획득한 후, 해당 객체의 투
명도 영상을 획득한다. 획득한 투명도 영상을 기반으
로 하여 깊이 영상을 최적화 한다. 이렇게 최적화된 
깊이 영상, 색상영상, 투명도 영상을 MPEG-4 프레임
워크를 이용하여 압축 및 전송하고 3 차원 디스플레
이를 통해 재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3 차원 콘텐츠를 생성하면 보다 자연스러운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3 차원 장
면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면 회전을 통해 
사용자가 다양한 시점에서 3 차원 비디오를 시청 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다가올 3DTV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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