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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eal-Time Objects Segmentation for Dual-Camera 

Synthesis in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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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면과 후면 카메라의 객체를 인식하여 객체 픽셀의 역을 분할하고 이미지 처리를 
통해 합성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이를 해 Apple사의 iOS에서 제공하는 듀얼 카메라에 DeepLabV3 머신러닝 모델을 용하여 객

체를 분할하 다. 한 이미지 합성  후처리를 해 Apple사의 코어 이미지와 코어 그래픽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역의 배경 

제거  합성 방식을 제안하고 구 하 다. 한, 이  연구에 비해 CPU 사용량을 개선하 고 깊이와 DeepLabV3의 처리 속도를 비
교하여 처리 결과에 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이 두 방식을 활용한 카메라 애 리 이션을 개발하 다.

☞ 주제어 : iOS, Semantic Segmentation, 깊이, 상처리, 듀얼카메라, 모바일 애 리 이션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how objects from front and back cameras can be recognized in real time in a mobile environment to 

segment regions of object pixels and synthesize them through image processing. To this work, we applied DeepLabV3 machine learning 

model to dual cameras provided by Apple's iOS. We also propose methods using Core Image and Core Graphics libraries from Apple 

for image synthesis and postprocessing. Furthermore, we improved CPU usage than previous works and compared the throughput rates 

and results of Depth and DeepLabV3. Finally, We also developed a camera application using these two methods.

☞ keyword : iOS, Semantic Segmentation, Depth, Computer Vision, Dual Camera, Mobile Application

1. 서   론

스마트폰 보 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SNS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사진 촬 은 일상을 기록하는 수단이 되었다. 

한 오늘날에는 자신을 표 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

유하는 수단으로까지 확장되었다[1, 2]. 특히 SNS을 통해 

사진  동 상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고 스마트폰 사용

이 익숙한 미래 소비자층인 Z세 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콘텐츠 생산  자기표 의 방식으로 활용한다[3]. 기존 

디지털카메라의 장 이었던 고해상도, 야간 모드 등의 다

1 Dept. of Software Convergenc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01797, Korea.

2 Dept. of Communication and Media,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01797, Korea.

* Corresponding author (hjun@swu.ac.kr)
[Received 26 february 2021, Reviewed 12 March 2021(R2 28 Apr 2021), 
Accepted 12 May 2021]
☆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2021-0058).
☆ 본 논문은 2020년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우

수논문 추천에 따라 확장 및 수정된 논문임.

양한 기술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되어 왔으며 깊이 

카메라, 듀얼 카메라, 3D 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 센서

들이 스마트폰에 탑재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

양한 촬  기술들을 스마트폰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진시켰다[4]. 카메라 센서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탑재되

는 GPU의 발 으로 인해 상처리, 인공지능 등 많은 연

산을 수행하는 기술들이 지원되었다[5]. 수많은 카메라 

애 리 이션들은 필터, 편집, 셀피(Selfie) 등 특수한 목

에 맞게 구 되어 애 리 이션 시장에 출 하 다. 특

히 사진에서 인 인 표 보다는 자연스러운 필터와 합

성을 이용하여 원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시간을 소요하

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로 콘텐츠

를 생성하고 재가공함으로써 자기표 의 욕구를 충족시

킨다. 사람들의 이러한 욕구를 반 하여 카메라 애 리

이션들은 카메라에서 상 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목하여 사람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3, 6]. 

본 논문에서는 iOS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의 면

과 후면 카메라에서 객체 인식  분할 방법을 비교해보

고 면과 후면 카메라 합성 시 후처리 하는 방식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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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

에 사용된 객체 분할 기술과 련 연구에 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객체 분할  이미지 후처리 방식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3장의 구  결과  개선사항을 기술한다. 5장

에서는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구 한 내

용에 해 기술한다. 6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사용자에게 편집과 촬

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합성을 

통한 자연스러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들에게 듀얼 카메라를 이용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스마트

폰에 탑재된 카메라 센서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련 기술  연구

2.1 깊이를 이용한 Object Segmentation

깊이를 이용한 분할  픽셀 기반의 분할은 픽셀들의 

분포를 확인한 후 히스토그램에서 한 Threshold를 기

으로 이진화 등의 기법을 통해 픽셀을 분할을 하는 방

법에서 Threshold를 거리의 개념으로 근하고 이미지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여 분할할 수 있다[7]. 뿐만 아니라 깊

이 정보를 얻기 해 RGB 이미지에서 깊이 정보를 악

하여 특정 역의 픽셀만 분할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카

메라간의 차이와 투  물체간의 차이를 이용해 악한 

깊이 정보로 픽셀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8, 9]. 깊이 정

보를 악하기 해서 아이폰에서는 면의 True Depth 

카메라와 후면의 Dual 카메라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포

착한다[10]. TrueDepth 카메라는 3D 센싱 카메라로 

Structured light 원리를 이용하여 30,000여개의 을 투

하고 분석하여 깊이 맵을 만든다[11]. 그림 1은 TrueDepth 

카메라에서 포착한 DepthMap에 RGB 값이 부여된 이미

지이며, 깊이가 얕을수록 붉은 색을 띄고, 깊이가 깊을수

록 푸른색을 띄고 있다. 그림 2에서는 DepthMap를 시각

화하여 이미지로 표 하 다. 카메라에서 객체와의 거리

가 멀수록 깊이는 깊으며 객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깊이가 얕다. 이러한 깊이 정보를 통해 이진화 과정을 거

쳐 가까운 거리의 객체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깊이 분

할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 카메라 기기의 치나 환

경 조건과 처리에 향을 받는다[12]. iOS에서는 듀얼 

카메라에서의 깊이를 이용하여 객체 분할을 하고 합성이 

가능하지만 공식 문서에 따르면 면과 후면 두 카메라

에서의 깊이를 동시에 호출하는 것은 지원이 되지 않는

다[13].

2.2 합성곱층을 이용한 Object Segmentation

합성곱층을 이용한 분할은 이미지의 특징과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역의 픽셀을 

클래스로 구분하여 의미론 인 역을 찾을 수 있다[14]. 

DeepLabV3은 ResNet을 기반으로 하는 표 인 합성곱

층 기반의 객체 분할 네트워크로 DeepLab1, 2의 성능을 

개선한 모델이다[15]. 재 Tensorflow에서 Pascal VOC 데

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된 model 소스코드가 제공되고 

있으며 21개의 클래스로 픽셀의 분류가 가능하다[16]. 픽

셀의 의미론 인 역과 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픽셀의 클래스를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DeepLabV3 모델을 이용하여 면과 후

면 두 카메라에서 의미론 으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객체 

분할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후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1) TrueDepthCamera 깊이맵 RGB화

(Figure 1) DepthMap of TrueDepthCamera in 

RGB[10]

(그림 2) TrueDepthCamera 깊이맵 시각화

(Figure 2) Visualizing DepthMap of 
TrueDepthCamera



iOS 기반 실시간 객체 분리  듀얼 카메라 합성 개발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22권3호) 39

3. 듀얼카메라에서의 객체 분할  합성 기법 

설계

본 연구에서는 2 에 서술된 기술을 활용하여 카메라

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이 분할된 픽셀 역에 근하고 

코어이미지와 코어그래픽스 라이 러리를 이용한 후처

리를 통해 배경을 투명화하고 합성하 다. 카메라는 아이

폰에서 지원되는 AVCaptureMultiCamSession을 통해 면

과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입력 받는다. 카메라의 미디어 

데이터 픽셀에 근할 수 있도록 Video Sample Buffer로

부터 CVPixelBuffer를 받아온다. 픽셀이 캡쳐될 때마다 실

시간으로 새로운 CVPixelBuffer가 호출되고 이를 코어 이

미지, 코어 그래픽 라이 러리를 통해 픽셀 이미지의 필

터 용  마스킹 등 다양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3.1 DeepLabV3 기반 객체 분할  합성 설계

듀얼 카메라에 객체 분할  합성을 용하는 세부 

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3(A)는 면카메라에서 객체를 

분할하고 후면카메라와 합성하여 UIImage로 표 하기까

지 CIImage, CGImage, UIImage로의 변환 과정이다. 그림 

3(B)는 면과 후면에서 동시에 객체를 인식하고 합성하

는 과정을 나타낸다.

1) Vision을 이용하여 분할하려는 카메라 화면의 이미

지가 모델의 입력 크기(513X513)에 맞게 처리 한다. 

2) DeepLabV3 모델에서 나온 MLMultiArray의 각 인덱

스에 근하여 픽셀들을 비교하고  바이트 형태로 

변환한다.

3) 배경(Label : 0)이라고 인식한 클래스의 픽셀과 같은 

치의 마스크 픽셀의 값을 255, 배경이 아닌 픽셀

과 같은 치의 마스크 픽셀은 0으로 바꾸고 

CIImage에서 GaussianBlur 필터와 CIGammaAdjust 

필터를 이용하여 마스크 픽셀값이 255에서 0으로 

바 는 (그 반 도 해당) 경계선에서 블러 처리와 

밝기를 조 하여 마스크 픽셀의 윤곽선을 보정하여 

샤 한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한다. 

4) CGImage에서 카메라 화면의 픽셀과 마스크 픽셀과

의 마스킹 과정을 통해 카메라 화면의 픽셀을 (255 

- 마스크 픽셀값)으로 바꾸어 투명화 처리한다. 

5) 배경이 제거된 카메라의 UIImage와 배경에 배치할 

카메라의 UIImage를 겹쳐서 합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면 카메라의 카메라 픽셀과 마스크 

픽셀의 매칭 타이 이 0.3  정도 지연이 있었으며, 면

카메라의 CPU 사용량이 500% 를 유지했다. 해당 문제

를 GCD(Grand Central Dispatch)를 이용하여 매칭 타이

을 맞추고 CPU 사용량을 100% 로 낮추었다. 그림 4은 

설계한 GCD 구조이다. 

(그림 3) 듀얼카메라와 DeepLabV3 합성 흐름도

(Figure 3) Flow Diagram of Synthesizing Dual 

Camera and DeepLabV3

(그림 4) DispatchQueue 세

(Figure 4) DispatchQueue Setting

4. 실험환경  결과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듀얼카메라가 지원되는 A12 이상의 

로세서인 iPhone XS와 iPhone 12 Pro를 실험 기기로 설정

하 다. 깊이 카메라의 지원 OS 버 은 iOS 12.0, 듀얼 카

메라의 지원 OS 버 은 iOS 13.0 이상이다. 면카메라는 

TrueDepthCamera, 후면카메라는 WideAngleCamera로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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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객체 분할  합성 구  결과 분석

그림 5은 DeepLabV3 기반 객체 분할 합성 구  결과

이다. 시각 인 비교 분석을 해 거울을 바라보며 구

한 로그램을 테스트 하 다. 그림 5(B)는 면 카메라

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분할이 되었으며, 그림 5(C)에서도 

면 카메라와 후면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분할이 

되었다. 그림 6은 깊이 기반 객체 분할 합성 구  결과 이

미지이다. 깊이를 분할 할 때 듀얼카메라 세션에 Apple사

에서 제공하는 DepthDataOutput을 연결하고 나온 깊이맵

을 0.0과 1.0 사이로 정규화 다[17]. 이후 깊이의 

Threshold를 실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진화 

하여 후처리 후 합성하 다. Threshold를 최 로 하 음에

도 불구하고 그림 6(A)에서는 벽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객체와 벽의 깊이값이 비슷하여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B)의 경우는 그림 6(A)

보다 객체 분할이 잘 되었으나 그림 5(B)보다는 객체의 

테두리가 매끄럽지 않게 분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6에서 iOS의 카메라 환경 문제로 불가능했던 

면 후면 동시 분할 합성을 그림 5 환경에서는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듀얼카메라와 DeepLabV3를 통한 분리 결과

(Figure 5) The Results of Segmentation using 

Dual Camera and DeepLabV3

그림 7는 면 카메라에서 객체 인식  배경 분리까

지의 처리 시간을 측정하고 도표화 하 다. 그림 7를 보

면 깊이가 DeepLabV3보다 약 0.1 ~ 0.2  정도 처리시간

이 게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후면 카메라

의 경우 면카메라와는 비동기 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

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는 마스크를 착용 유무와 카메라와 얼굴과의 거

리 두 요소를 기 으로 깊이와 DeepLabV3의 인식  분

리 결과를 나타낸다. 이 실험에서는 후처리 과정  윤곽

선 보정을 하지 않았다. 깊이의 Threshold는 0.7로 설정하

다. 그림 8(A)의 경우 DeepLabV3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잘 인식 하지 못하나 깊이는 잘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B)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깊이에 비해 DeepLabV3가 사람 역의 픽셀을 더 미세하

게 잡아내고 있다. 그림 8(C)에서는 DeepLabV3는 그림 

8(A)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 사람의 얼굴에서 마스

크 부분  옷 역은 잘 구분하지 못하나, 머리카락 역

은 세 하게 구분하고 있다. 깊이의 경우, 거리가 가까운 

얼굴 주 의 깊이가 변화하며 머리 역 주변의 픽셀을 

크게 잡아내고 있다. 그림 8(D)의 경우 얼굴이 가까워졌을 

때 깊이가 그림 8(C)와 비슷하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정확도 측면에서 DeepLabV3는 머리카락 부

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깊이보다 세 하게 분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나 옷 등이 분리에 향을 주고 

있다. 깊이는 이 요소들이 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Threshold의 값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거리와 범 가 달라

지기 때문에 이상 인 Threshold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 6) 듀얼카메라와 Depth를 통한 분리 결과

(Figure 6) The Results of Segmentation using Dual 

Camera and Depth

(그림 7) DeepLabV3와 깊이의 측정 시간 그래  

(Figure 7) Graph of Time measuring Depth and 

DeepLab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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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깊이와 DeepLabV3의 사람 인식  분리 비교 

(Figure 8) Comparing Depth and DeepLabV3 for 

Person Segmentation

5. 합성 기반 애 리 이션 구

3장에서 제안한 객체 분리  합성 방식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카메라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구 하 다. 그림  9는 애 리 이션 실행 화면이다. 애

리 이션은 그림 9(A) 스티커 카메라, 그림 9(B) 듀얼 

카메라, 그림 9(C) 배경 카메라 총 3가지 카메라로 구성되

어 있다.  스티커 카메라는 싱 카메라 상태에서 촬  혹

은 앨범에서 갖고 온 이미지를 DeepLabV3 모델에 입력으

로 하여 배경 제거를 한 후 스티커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붙여 합성한다. 배경이 분리된 화면은 제스쳐 

인식을 통해 회 , 확   축소, 이동이 가능하다. 듀얼

카메라의 경우, 면과 후면 환을 통해 분리하려는 카

메라 화면에 따라 모델이 받아들이는 픽셀의 입력값이 

달라지도록 변경하 다. 사진 촬 을 통해 해당 화면을 

촬 할 수 있으며 싱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제스쳐 인식

을 통해 배경이 분리된 화면의 뷰 변환이 가능하다.  배경 

카메라는 싱  카메라에서 깊이를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

하고 배경에는 고정이미지 뿐만 아니라 임별로 움직

이는 동 상 느낌이 나게끔 배경 이미지를 사용자가 추

가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9) 구  애 리 이션 실행 이미지

(Figure 9) Images of Application Implementation

6. 결론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는 iOS에서 제공되는 듀얼 카메라와 

DeepLabV3을 이용하여 카메라 화면에서의 객체 분리를 

연구하 다.  한, 이  연구에서의 픽셀 매칭 타이  개

선  픽셀 윤곽선 보정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기존 

iOS에서는 면과 후면 카메라에서 동시에 깊이를 이용

한 분할은 기기의 지원 문제로 불가능하 고 Threshold에 

향을 쉽게 받았으나 DeepLabV3 모델을 통해 면과 후

면카메라에서 동시에 분할이 가능하 다.  연구 내용을 

구 한 애 리 이션으로 실제 상황에서  비교한 결과, 

듀얼카메라에서는 배경을 제외한 객체를 잘 인식하지만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거나 모델에 학습되었던 데

이터 클래스에 없는 객체일 경우 배경으로 인식하는 등 

원래 모델의 학습되었던 데이터에 따라 픽셀의 구분이 

불안정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에

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용이 될 수 있는 모델의 성능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모바일에서의 모델의 측 

속도와 상 후처리 시 지연시간도 0.1  이내로 감소시

킬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GPU를 이용한 듀얼카

메라의 픽셀 고속 연산 수행 속도  연구를 통한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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