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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real-time stereoscopic 

image conversion algorithm using object segmentation 

and motion parallax. The proposed algorithm separates 

objects using luminance of image, extracts moving 

object among objects of the image using motion 

parallax and generates depth map. Parallax process 

is done based on the depth map.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evaluated using visual test and 

APD(Absolute Parallx Difference) for comparing the 

stereoscopic image of the proposed method with that 

of MTD. The proposed method offers realistic stereoscopic 

conversion effect regardless of the direction and 

velocity of the 2-D image.

I. 서론 

  3차원 입체 상 기술은 인간이 마치 상이 제작되고 

있는 장소에 있는 것 같은 생동감  실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차세  입체 멀티미디어 핵심 기반

기술이다.  사회가 차 발 해 감에 따라 세 계 

각 국은 ‘보고 듣는’ 멀티미디어형 서비스로부터 3차원 

정보 심의 ‘보다 자연스럽고 실감있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실감형 3차원 입체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의 

환을 비하고 있다. 

  입체 상을 얻기 해서는 처음부터 입체 카메라를 

사용하여 상 을  제작 하 거 나  수 작 업 을  통하여 

입체로 변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작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기존의 2차원 기반으로 제작된 

방 한 양의 상 자료를 3차원으로 변환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입체 상 변환 기술은 1 의 모노 

카메라로 촬 한 2차원 상을 이용하여 입체 

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기존의 표 인 입체 상 변환 기술로는

MTD(Modified Time Difference) 방식이 있다. 

MTD 방식은 재 상과 시간 으로 지연된 

상을 각각 좌안과 우안 상으로 보여 입체 

효과를 얻는다. MTD 방 식 은  상  내  물 체 의 

운동이 수평 방향인 경우에만 입체 변환이 제 로 

용되고, 상의 속도에 따라 많은 임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입체 상의 원리, Ⅲ장에서는 

기존의 입체 상 변환 방법에 하여 설명하 다. 

Ⅳ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논하 으며 Ⅴ장에서는 

성능 평가, Ⅵ장에서는 결론에 하여 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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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체 상의 원리

2.1 입체시의 원리

  인간이 입체감을 느끼는 주 요인은 두 이 일반 으로 

약 60 mm 정도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 1 

에서와 같이 사물을 볼 때 양쪽 은 각각 약간 다르게 

사 물 을  인식하게 되며, 각각의 사물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에 해 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양안시차라고 하는데, 이 차이의 느낌이 뇌에서 해석되어 

입체감을 가지는 상으로 지각되어진다.

그림 1. 입체시의 원리

입 체 영 상

좌 영 상 우 영 상

좌 안 우 안

2.2 Parallax

  Parallax는 상이 디스 이 되는 화면상에서의 양

시첨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Parallax는 그림 2와 

같이 negative parallax, z ero parallax, positive 

parallax의  3 종류 가  있 다 . Negative parallax는 

상이 디스 이 되는 평면보다 앞에서 양안의 

이 모아져서 깊이가 평면보다 앞에 있게 되어 

물체가 가깝다고 느껴진다. Zero parallax는 양안의 

이 상이 디스 이 되는 평면에 모인 상태를 

나타내며 이때의 깊이는 과 평면간의 거리이다. 

Positive parallax는 상이 디스 이 되는 평면보다 

먼 뒤쪽에서 양안의 이 모아진 상태를 말하고, 

깊이는 과 평면간의 거리 보다 멀게 느끼게 된다.

그림 2. Parallax

III. 기존의 입체 상 변환 방법

  Okino 그룹은 세계 최 로 MTD(Modified Time 

Difference)방식을 이용하여 2차원-3차원 동 상 

변환 TV를 개발하 다. 이 변환 기술은 재 상과 

카메라  물체 운동이 존재할 때에 시간 으로 

지연된 상을 각각 좌 상과 우  상으로 보여 

입체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그림 3과 같이 상에서 

물체가 우측으로 운동하고 있고, 카메라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일 때, 재 (N)번째 상을 좌 상으로 하고, 

지연 상 에서 (N-2)번째 상을 우 상으로 

구성하여 입체 상을 만든 후 양안에 디스 이

하면 물체는 모니터 앞쪽으로 튀어나오듯이 보여 지고, 

배경은 모니터에 디스 이 되어 3차원 입체감을 

느끼게 해 다. 이 방식은 그림 3과 같이 움직이는 

물체가 비교  속의 정수평 운동일 때는 입체 

효과가 좋지만, 만일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이 

수평이 아닌 비수평 운동일 경우 움직이는 물체는 

하나의 상으로 융합하지 못하고 이 상으로 보여, 

입체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에 따라서 지연 상  어떤 상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3. MTD 방식의 원리

(N)th(N-1)th(N-2)th(N-3)th

좌안 우안

(N)th (N-2)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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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한 입체 상 변환 알고리즘

4.1 컬러 신호의 휘도 신호 변환

  상의 형태 정보를 추출하기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RGB 컬러 신호를 휘도(Y) 신호로 변환한다. 

휘도는 양안에 의해 인지되는 빛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객체의 형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CCIR의 권장 사항 601-1을 따라 식 (1)과 같이 

RGB 컬러 신호로부터 휘도(Y) 값을 계산한다.

BGRY 114.0587.0299.0 ++=                (1)

4.2 객체 분할

  입체 상 변환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객체를 

분할한다. 동일한 객체는 유사한 형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사한 범 의 휘도 계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상을 다단계의 휘도 

계조로 분할함으로써 객체를 분할할 수 있다.  한 

동일 객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해 마스킹 처리를 수행한다. 주변 픽셀들과의 상 성을 

고려하여 객체 분할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 

한다.

4.3 운동시차를 이용한 운동 객체 추출 

  운동시차란 찰자와 물체 사이의 상  치에 

따라 찰자가 느끼는 물체의 움직임의 차이다. 

즉, 임의의 물체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찰자로부터 멀리 치하고 있는 물체는 움직임이 

매우 작게 느껴지지만 찰자로부터 가까이 치하고 

있는 물체는 상 으로 움직임이 크게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운동시차의 원리를 이용하여, 연속된 

두 개의 임 상에서 개별 객체들의 움직임 

정도를 악한다. 

4.4 깊이지도(Depth Map) 생성

  운동 시차를 이용한 각 객체별 움직임 정보를 

기 으로 원 상에 한 깊이 지도를 생성한다.

각 객체별 깊이를 설정하고, 객체를 이루는 픽셀 

군이 동일한 깊이 값을 갖도록 한다. 

4.5 시차처리

  생성된 깊이 지도에 따라 객체별로 서로 다른 

원근감(깊이감)을 갖도록 시차처리를 수행한다. 

시차처리에 의한 교합 문제는 ZOI(Zero Order 

Interpolation) 보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Ⅴ. 성능 평가

  제안한 입체 상 변환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해 정원 상과 탁구 상에 해 기존의 표 인 

MTD 방식과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

하 다. 입체 변환 상의 정확성과 합성을 

평가하기 하여 시각  검증과 함께 APD(Absolute 

Parallax Difference) 방식을 사용하 다. APD 방식은 

입체 변환 상의 좌/우 상의  차이 값을 

구하여 변환 상의 깊이감이 히 용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는 실험 상인 정원 상과 

탁구 상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MTD 방법       (b) 제안한 방법

     (c) MTD 방법       (d) 제안한 방법

그림 4. APD 결과 상

  정원 상의 경우 정수평 운동을 하고 있는 상으로 

그림 4의 (a),(b)에서 볼 수 있듯이 MTD 방법과 

제안한 방법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반면, 

수직 방향으로 속도가 큰 탁구 상의 경우 그림 4의 

(c),(d)에서 볼 수 있듯이, MTD 방식은 탁구공에서 

이 상이 발생되며 깊이감이 제 로 용되지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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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알고리즘은 상의 운동 속도와 방향에 상 없이 

한 깊이감이 용됨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객체 분할과 운동시차를 이용한 실시간 

입체 상 변환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상의 휘도 신호를 이용하여 객체를 

분할하고 운동시차를 이용하여 움직임 객체를 추출하여 

서로 다른 원근감을 갖는 입체 상으로 변환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서 

2차원 입력 상의 운동 방향이나 속도에 상 없이 

효과 인 3차원 상 변환을 수행한다. 앞으로 보다 

효과 인 객체분할과 다단계의 깊이를 가지는 깊이 

추출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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