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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보급형 3 차원 카메라인 Kinect 는 센서와 3 차원 측정 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물의 거리와 재질에 따라 취득 값이 손실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3 차원 취득
기법의 융합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각각 한 대씩 사용하는 기존 Kinect 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RGB 카메라를 사용하는 3 차원
카메라로 구성된다. 이를 이용하여 취득한 적외선 기반의 깊이 값과 스테레오 비전 기반의 깊이 값을 함께
이용하여 적외선 기반의 깊이 값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Kinect 의
깊이 영상 취득의 최소 거리가 향상되었고 적외선 교란에 의해 누락된 깊이 영상이 복원되었다.

1. 서론
최근 Kinect 와 같은 저가형 3 차원 카메라의 보
급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용자가 쉽게 3 차원 영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Kinect 의 깊이 영상
취득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제한 사항[1]이 존재한
다. 첫째, 약 0.8m 이내의 근접한 사물에 대해서 깊
이 영상이 취득이 되지 않는다. 둘째, 물체의 전반
사 재질이나 흑색/적색의 물체 표면에서 적외선이
교란될 경우 깊이 영상을 제대로 취득 할 수 없다.
취득 거리가 짧은 문제는 적외선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여 취득 한계 거리를 0.5m 까지 향상
시킨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지만, 적외선 교란에 의해
누락된 깊이 영상을 보완 하는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나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 취득 방식 중 하나인
스테레오 정합 기법을 Kinect 와 융합하여 Kinect 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를 이용하여 장면 전체에 대하여 측정 거리의 한
계와 적외선 교란에 취약한 Kinect 의 3 차원 취득
기법과, 취득 거리가 유연하고 적외선 교란에 무관
하지만 연산량이 많고 잡음이 심한 스테레오 정합
기법의 장점을 융합한다.

3. 깊이 영상 누락 보완 시스템
Kinect 의 깊이 영상을 보완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 첫째, 그림 1(b) 와 같이 적외
선 카메라로부터 깊이 영상을 취득하고, 그림 1(c)
(d) 와 같이 두 RGB 카메라로부터 좌우 영상을 취
득한다. 둘째, 취득한 좌우 영상을 이용하여 스테레
오 정합을 통해 깊이 영상을 취득한다. 마지막으로
Kinect 에서 취득한 깊이 영상 중 깊이값 생성이 누
락된 부분을 스테레오 정합에서 취득한 깊이값으로
보완한다.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흐름은 그림 2 에 제
시한 바와 같다.

(a)

(b)

(c)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과 취득된
영상. (a) 카메라 구성. (b) Kinect 에서 직접 취득한
깊이 영상. (c) 스테레오 정합을 위한 좌측 영상. (c)
스테레오 정합을 위한 우측 영상.

2.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보완의 대상이 될 Kinect 의 깊이
영상과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할 두 장의 컬러영상을
취득하기 위해, 그림 1(a) 와 같이 두 대의 Kinect 를
결합한다. 좌측 Kinect 에서는 깊이 영상과 컬러 영
상을 취득하고, 우측 Kinect 에서는 컬러 영상만을
취득하는 3 차원 영상 취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d)

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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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분석

취득된 깊이 영상 및 RGB 영상은 적외선 카메라
및 RGB 의 카메라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므로 어느
한 카메라 기준으로 보정이 필요하다. Kinect SDK[2]
에서 제공하는 깊이 영상과 RGB 영상의 등록
(registration) 함수를 이용하여 RGB 영상을 기준으로
깊이 영상을 표현한다. 또한 그 RGB 영상을 기준으
로 다른 RGB 영상과의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하여
깊이 영상을 취득한다. 모든 보정이 끝나면 두 대의
RGB 카메라와 한대의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얻은 영
상과 깊이 영상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Kinect 의 깊이 영상 취득을 위해
Kinect SDK 를 사용하였고, 스테레오 정합을 통한
깊이 영상 취득을 위해 Belief Propagation[3]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카메라 보정 및 영상 입출력을 위해
OpenCV[4] 를 사용하였다. 그림 5 에 Kinect 의 누락
된 깊이 영상이 스테레오 정합과의 융합을 통해 보
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5(c) 에 제시한 바와
같이 Kinect 의 동작 거리 한계로 인한 누락과 적외
선 교란으로 인한 누락이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스테레오 정합
Kinect 의 RGB 카메라와 추가적인 RGB 카메라에
서 취득한 두 영상에서 각 화소 좌표 당 변위
(disparity) d 를 구하면, 두 카메라간의 거리 와 카
메라의 초점 거리 를 이용하여 식(1)과 같이 깊이
영상을 구할 수 있다.
(a)

(1)
식 (1)에서 취득한 깊이값 를 정규화 하여 그림 3
과 같은 깊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b)

(c)

그림 5. 각 센서 별 깊이 영상 및 보완된 깊이 영상.
(a) Kinect 적외선 카메라에서 취득한 깊이 영상. (b)
스테레오 정합을 통해 취득한 깊이 영상. (c) 보완된
깊이 영상.

5. 결론

(a)

(b)

(c)

그림 3. 스테레오 정합을 통해 취득한 깊이 영상.
(a) 좌측 영상. (b) 우측 영상. (c) 취득된 깊이 영상.

3.3 누락 깊이 정보 보완
Kinect 에서 취득한 깊이 영상에서 값이 0 인 화소
를 검색하여 해당 화소의 깊이값을 스테레오 정합
에서 구한 깊이 영상으로 치환한다. 그림 4 에 같은
장면에 대하여 Kinect 로 취득한 깊이 값과 스테레
오 정합으로 취득한 깊이 값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림 4. Kinect 로 취득한 깊이 값과 스테레오 정합으
로 취득한 깊이 값 (가로축 : 화소의 x 좌표, 세로
축 : 깊이값).

본 논문에서는 Kinect 에서 취득한 깊이 영상 중
누락된 부분을 스테레오 정합과의 융합을 통해서
복원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인 영상 취득을
통하여 스테레오 정합을 하였고, 그로부터 얻어낸
시차영상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을 보완함으로써
Kinect 깊이 영상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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