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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차원 복원은 컴퓨터 비젼, 컴퓨터 그래픽스, 모바일
로보틱스 등 여러 분야에서 클래식한 연구주제이다. 최
근 깊이정보와 컬러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RGB-D 카메라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서 실 공간이
나 물체 또는 움직이는 사람의 3차원 복원결과는 다양
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여러 산업분야에
서 코어기술로써 자리잡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주
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RGB-D 카메
라 기반의 3차원 복원기술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Ⅱ장
에서는 하나의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입력되
는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넓은 공간과 정적인 물체, 동적
인 사람을 복원하는 기술동향을, Ⅲ장에서는 다수의 카
메라를 사용하여 동시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실시간 또는 온라인으로 3차원 공간 및 사람을 복원하
는 기술동향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을 기술한다.

최근 KinectFusion이 가지는 복원 가능한 공간의 제
약성을 없애고 공간 확장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Whelan와 그의 동료들
이 복원공간의 모든 데이터를 Graphics Processor
Unit(GPU) 메모리에 두지 않고 카메라 센서가 위치한

Ⅱ. 하나의 RGB-D 카메라 기반 3차원 복원

영역의 데이터만을 GPU 메모리에 두고 처리함으로써
복원 가능한 공간을 확장하는 Kintinuous 방법을 제안

Microsoft research팀이 2011년 KinectFusion[1] 을

하였다[5]. 이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방(room) 공간보

발표한 이후로 저가의 상용 RGB-D 센서를 사용하여 공

다 넓은 2층 공간을 복원 가능하게 하였으나, loop

간 및 객체를 실시간으로 복원하고 3차원 데이터를 생성

closure 문제는 남아있다. Henry는 (그림 2)에서 보여지

및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는 것과 같이 전체 복원공간을 크기와 해상도가 다양한
다수의 볼륨으로 표현하는 Patch volumes 방법을 제안

1. Volumetic Data Structure에 기반한 방법

하였다[6]. Volume patch들을 GPU 메모리에 넣고 빼는

KinectFusion 방법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카메라 트

방식으로 공간 확장성을 보장하였고, feature matching

래킹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고

과 pose-graph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여 전역적으로 일

있으며[2][3], 컴퓨터 그래픽스와 컴퓨터 비젼 분야에서

관성 있는 카메라 트래킹 방법을 제안하였다.

많이 쓰이는 Point Cloud Library(PCL)에서는 Kinect-

KinectFusion을 포함한 앞선 방법들은 형태의 변화가

Fusion 방법을 오픈소스로 발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없거나 움직임이 없는 객체나 공간의 복원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4].

하고 있다. RGB-D 센서를 사용하여 움직임이 있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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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객체(defomable objects)를 실시간으로 복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9]. Newcombe는 템
플릿이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객체의 모션을 하나의 기
준 프레임으로 옮김으로써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들을 누적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깨끗하게 복원할 수 있는
DynamicFusion 방법을 발표하였다[7][(그림 3) 참조].
2. Voxel hasing에 기반한 방법

다. Hierarchical data structures 방법은 공간을 효율적
으로 분할하여 처리하나 계산의 복잡성과 병렬성의 부
재로 GPU 가속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12].
앞서 설명한 volumetic 방법은 regular voxel grid에
기반한다. Regular voxel grid는 표면 정보가 있는 영역

하나의 RGB-D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복원은 연속

과 표면 정보가 없는 영역을 모두 표현함으로써 저장공

적으로 들어오는 깊이정보를 3차원 공간에 병합하여 축

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넓은 영역을 복원하기

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차원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위해서는 해상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자료구조를 적용한 방법들이 발표되고 있고 이

Nießner는 복원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복원공간의 확

러한 방법들은 복원 성능, 해상도, 복원공간 확장성에

장성을 보여주는 voxel hashing 기법을 발표하였다

대해서 trade-off를 가진다.

[13]. Voxel hashing 방법은 volumetric 자료구조의장점

Point-based 방법은 복잡한 자료구조는 없지만 표면

을 유지하면서, 표면 정보가 있는 영역만을 저장하고 처

데이터를 바로 생성할 수 없어서 넓은 공간을 실시간으

리할 수 있는 해싱(hashing) 자료구조를 사용하였다[(그

로 복원하기 어렵고[10], height-map 방법은 2.5차원

림 4a) 참조]. 이 방법은 복셀(voxel) 블록이 호스트

표현으로 복잡한 환경을 복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host) 메모리와 GPU 메모리 사이를 양방향으로 가볍

[11]. Volumetric data structure 방법은 depth map을

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GPU 가속을 효율적으로 사용

Signed Distance Function(SDF)로 변환하여 voxel grid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함으로써 (그림 4b)와 같은

에 축적하고 zero-level set 방법으로 표면정보를 추출

고해상도 결과를 보여준다.

하고 raycasting 방법으로 랜더링한다. KinectFusion
방법이 이러한 volumetic 자료구조를 사용하였고 GPU
가속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복원 가능함을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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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ructure analysis에 기반한 방법
RGB-D 카메라의 입력 정보와 공간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여 노이즈와 자기 가려짐에 의해 부족해진 정보
들로부터 좀 더 깨끗하고 완전한 복원결과를 만들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14]-[16].
Zhang은 실내 공간은 평면(바닥, 벽)과 독립적인 물
체(의자, 캐비닛, 책상)로 구성된다는 특징에 기반한 구
조 분석(structure analysis)을 통해서, 깨끗하게 복원된
데이터를 만들고 의미있는 객체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4]. 이 방법은 voxel
hashing 방법에 기반하고, 실시간 복원과정에서 물체의
형태와 물체 간의 관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
여 복원의 정확도를 높였다[(그림 5) 참조].
4.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방법
3차원 복원의 대부분의 방법들이 높은 계산 성능의
GPU 하드웨어를 가진 데스크탑 PC나 워크스테이션기
반이다. 최근 들어 모바일 장치들이 multi-core
processor와 고성능 GPU 하드웨어로 계산 성능이 좋아
짐에 따라서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3차원 복원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7]-[19].
Kahler는 voxel hashing을 기반으로 하여 빠르게 읽
고 쓸 수 있는 자료구조와 이에 최적화된 raycasting 방
법을 제안함으로써 테블릿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장치
에서 50Hz의 성능으로 3차원 복원 및 가시화가 가능함
을 보여주었다[17][(그림 6) 참조].

Google의 Project Tango 팀은 인간이 공간을 돌아다
니는 것과 동일하게 실 공간을 네비게이션할 수 있는 모
바일 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다. Tango 디바이스를 스캐
너처럼 움직여서 실 환경을 복원하고 텍스쳐가 있는 3
차원 폴리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 파일로 출력하는
SHISEL 방법을 발표하였다[18][(그림 7) 참조]. 이 방법
또한 Nießner의 voxel hashing 자료구조를 적용하였으
나 모든 계산은 모바일 프로세서에서 수행되고, 보여지
는 장면만을 폴리곤 메쉬로 만들어 랜더링하였다.

Ⅲ. 다수의 RGB-D카메라 기반 3차원 복원
다수의 RGB-D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여 공간과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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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깊이정보와 컬러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영역 추
출 방법을 도입하여 현재 프레임 데이터를 누적시킬 것
인지 현재 프레임 데이터로 이전 데이터를 교체할 것인
지를 결정함으로써, 센서의 노이즈, 센서 간 간섭, 가려
짐에 의한 데이터 손실에 의한 영상 질 저하를 막아줄
수 있다. 랜더링 과정은 배경은 voxel coloring 방법을
적용하고 움직임 있는 전경 영역에는 현재 프레임 컬러
를 사용하는 projective texture mapping 방법을 적용하
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노이즈가 적은 깨
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9) 참조].
Tele-immersion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 공
이는 사람을 온라인(online)으로 복원하고 가시화하는

간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원격존재 기술

기술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쓰일 수 있다.

로써, 물리적 위치와 거리의 제약 없이 사람들이 상호작

Maimone는 상용 RGB-D 센서를 이용한 telepresence

용할 수 있게 하여 향후 게임, 방송, 엔터테인먼트, 교육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20]-[22]. Telepresenc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하다. 이러한 응용을 위해

시스템은 원격지에 있는 참여자들이 같은 방에 있는 느

서는 사람과 사물을 사실적으로 복원하고 복원한 사람

낌을 받을 수 있는 가상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원격지에

과 사물을 가상환경에 정확히 위치시키고 또한 복원된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및 소통에 현실감이 있어야

사람과 사물들 간 또는 가상세계와 자연스럽게 상호작

한다. (그림 8)은 룸 규모(room-sized) 공간을 실시간으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로 복원하기 위한 시스템 장치를 보여주고, 장비 착용

Information Technologies Institute(ITI)의 Visual

없이 사용자 헤드 트래킹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시선에

Computing Lab(VCL)에서는 tele-immersion과 관련된

맞는 영상을 실물 크기로 가시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3차원으로

참고문헌 [22]는 RGB-D 센서 각각의 3차원 포인트들

복원된 사용자가 게임환경에서 가상환경과 인터랙션 할

로부터 폴리곤 메쉬를 생성하고 병합하는 이전 방식의

수 있는 게임의 프로토타입인 ‘Castle in the forest’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KinectFusion 방법을 고정된

개발하였고[(그림 10a) 참조], 원격에 있는 다수의 플레

다수의 센서를 사용하는 환경에 맞도록 변형하여 적용

이어들이 3차원으로 실시간 복원되어 게임에 참여하는

하였다. 다수의 레이어를 가지는 3차원 백그라운드 모

‘SpaceWars’라는 온라인 3D 게임을 개발하였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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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키어는 실외 스키장에서 AR glass를 착용하는 방
식으로 같은 공간에서 스키를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림 11d) 참조].
Tele-immersion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실시간에 사실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lexiadis와 그의 동료들은 다수의 Kinect 센서를 사
용하여 움직이는 사람의 전신을 사실적으로 복원하고
깨끗한 텍스쳐가 있는 메쉬를 생성하는 기술을 발표하
였다[23][(그림 12) 참조]. 시스템은 하나의 컴퓨터와 5
개의 Kinect센서로 구성되고, Kinect들의 상대적 위치
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제작한 물체로 pairwise
캘리브레이션 후 Iterative Closest Point(ICP) 최적화 과
정을 거친다. 3차원 복원은 KinectFusion과 유사한 방
법을 적용하였고, 텍스쳐 생성은 각 Kinect 센서의 컬러
를 보정한 후 낮은 해상도를 가지는 volume coloring 대
신에 mesh의 vertex를 RGB 이미지에 프로젝션하는 방
식으로 일관성 있는 텍스쳐를 생성하였다.
LiveScan3D는 다수의 Kinect v2 센서를 사용하여 실
시간으로 공간과 물체를 3차원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의
10b) 참조]. 최근에는 야외에서 스키를 타면서 원격에

오픈 소스이다[24]. Kinect v2센서는 하나의 컴퓨터에

있는 스키어들과 함께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

하나의 센서만을 연결할 수 있어서 (그림 13)과 같이 4

는 ‘Tele-Immersion ski competition’ 게임의 프로토타

개의 센서를 사용할 경우 4개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깊

입을 개발하였다[(그림 11) 참조]. 그리스에 있는 스키

이정보와 컬러정보를 네트워크로 주고 받아야 한다.

어는 실내에서 3차원으로 복원되고[(그림 11c) 참조],

LiveScan3D 시스템은 하나의 서버와 여러 개의 클라이

독일에 있는 실내 스키어는 Head Mounted Display

언트로 구성되고, 서버는 사전에 설정된 마커를 사용하

(HMD)장치인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를 착용하

여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

고[(그림 11b) 참조] (그림 11a)와 같이 오스트리아에 있

이터를 컬러가 있는 포인트들로 가시화하는 기능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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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GPU

Graphics Processor Unit

HMD

Head Mounted Display

ICP

Iterative Closest Point

ITI

Information Technologies Institute

PCL

Point Cloud Library

SDF

Signed Distance Function

VCL

Visual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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