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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체영상구현 기술연구는 현실감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영상 제작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입체영상 재현의 기술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3D 그래픽스를 기반으로 한 입체영상 제작 기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그래픽스 환경에서 입체영상콘텐츠에 대한 입체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차원 

입체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래픽스 환경에서 실재감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입체제작 원리와 제작을 활용한 

영상보정 기법을 사용하여 키스톤 왜곡에 대한 현상을 보정하고  구현 가능한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가상카메라(Virtual Camera), 입체영상(3-D stereoscopic image), 폭주각(Convergence Angle)

I. 서 론

3D 컴퓨터 그래픽스를 기반으로 한 입체영상 제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작업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3D 입체영상 제작환경에서 가상카메라가 이동

할 때 발생하는 키스톤(keystone)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새로운 

제작방법을 연구 하였다. 기존의 촬영제작 방식과 레이어를 통해 

제작된 촬영방식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추출된 영상데이터

를  보정하는 방식을 제시 한다.

 

II. 관련 연구

폭주방식의 경우 실사촬영에서는 키스톤 왜곡현상이 일어나지

만 그래픽스를 이용한 입체영상데이터 획득 방법에서는 소프트웨

어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키스톤의 왜곡을 보완할 

수 있다[1]. 3차원 좌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C.G 데이터를 렌더

링(rendering)할 때 가상카메라 시점을 활용한다. 즉 인간의 양안

과 유사한 좌․우 시점에서 2번 렌더링하고 이를 편집하여 입체 영

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2][3]. 3D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 얻어진 3D 입체 영상데이터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서 재구성 된다[4]. 

III. 가상카메라 설정 및 입체영상 제작설계

3DS MAX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세 대의 전투기  오브젝트

를 만들고 카메라, 조명 등과 함께 기본적인 세팅을 한다.  

3.1 가상카메라 이동에 따른 실험 1

카메라의 타겟(Target)을 “전투기 2”에 맞추고 카메라의 Zero 
Parallax의 범위는 66.753로 지정하였으며 “전투기 1, 2, 3” 모두 

Volume 범위 안에 놓았다. 카메라의 방식은 폭주방식으로 

Interaxial 값은 2.063 이다. 카메라의 이동은 D1∼D2까지이며 

걸리는 시간은 5초(150 frame)로 했다.

camera 카메라의 이동에 따른 데이터

결과

Time 0 Frame 75 Frame 150 Frame

                                                     (1s= 30Frame) 

그림 1.  실험1의 결과 입체 영상

Fig. 1. Stereo image results of experiment 1

3.2 가상카메라 이동에 따른 실험 2

가상카메라의 입체 설정은 실험 1과 같다. 단 그래픽스 제작환경

에서 레이어 별로 제작하여 좌․우 영상데이터를 추출 했다.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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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전투기 1, 2, 3”을 레이어 1, 2, 3으로 렌더링하고 지

상면(ground) 레이어를 4, 박스 그리드(box grid) 레이어를 5로 분

할하여 총5장의 레이어로 제작했다. 편집 단계에서는 각 각에 대한 

레이어 별로 폭주 오프셋(convergence offset) 값을 조절했다.

layer 1 = -7    

layer 2 =  3    

layer 3 =  4    

layer 4 =  5

layer 5 =  10

그림 2.  컨버전스 보정

Fig. 2. Correction of convergence offset

IV. 비교분석

실험1에서 폭주 값은 좌영상과 우영상의 데이터가 한 번의 렌

더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투기 2’ 맞추어 있는 폭죽 값을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 변경할 경우 다른 피사체에 대한 화면의 결

상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다. 실험 2의 제작

방식은 실험 1의 제작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각의 피사체를 

레이어별로 렌더링하여 편집단계에서 폭주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그 결과 각 각의 레이어에 대한 화면결상 차이를 줄일 

수가 있었다. 또한 카메라의 이동에 따른 피사체와 배경과의 관계

에서 화면의 왜곡된 현상도 줄일 수가 있다. 그림 3은 실험1,2의 

화면에 대한 결상차이에 대한 화소(pixel)거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다. 실험2의 데이터를 실험1과 비교하면 화면의 화소(pixel)거
리 변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실험 1

실험 2

그림 3.  카메라 이동에 따른 결상거리 픽셀 수 비교

Fig. 3. Comparison of pixel displacement

V. 결 론

실험 1은 가상카메라의 이동에 따라 피사체와 배경을 일반적 

가시거리 안에서의 영상데이터를 추출하고, 실험2는 각 각의 오브

젝트를 레이어 방식으로 영상데이터를 추출했다. 실험결과 영상의 

결상거리 픽셀 수는 피사체에 대한 입체감과 많은 연관성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레이어로 제작한 입체영상 제작방식은 편집 

시에 폭주 각을 조절함으로써 결상된 왜곡현상을 보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카메라의 동선이 일정한 경우에 화면의 왜곡현상을 편

집 시에 보정할 수 있는 제작방법을 제시 하였지만 향후에는 피사

체의 수평적, 이동, 수직적 이동 및 배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

존의 제작방식과의 차이점 대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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