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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D 상 콘텐츠 시 스로부터 입체 3D 상을 생성하는 기존의 2D-3D 변환(conversion) 방법은 제작 

이 라인 상에서 많은 수작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변환 방식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상 장면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효율 인 2D-3D 변환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상 시 스를 입체

으로 분석하여 3차원 공간모델을 구성하고 텍스처 재사  방법을 통해 스테 오 상을 생성한다. 해석

된 장면의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3D 입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테 오그래퍼(stereographer)와 상 제작자가 2D-3D 입체변환을 효율 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중심어 :∣입체영상∣2D-3D 변환∣3D 공간 재구성∣콘텐츠 제작∣

Abstract

Previous 2D-3D conversion methods to generate 3D stereo images from 2D sequence consist 

of labor-intensive procedures in their production pipelines.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2D-3D conversion system based on scene structure reconstruction from image sequence. The 

proposed system reconstructs a scene space and produces 3D stereo images with texture 

re-projec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generate precise 3D 

contents based on scene structure information. By using the proposed reconstruction tool, the 

stereographer can collaborate efficiently with workers in production pipeline for 3D content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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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헐리우드에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2D 상 콘

텐츠와 함께 3D 입체 상 콘텐츠의 제작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 에서 동시에 개 하는 고수익 모

델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3D 입체 콘텐츠를 

한 제작 H/W 시스템을 구축해도 실제 완성도 있는 작

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재 가정용 3D TV나 입

체 상  등에 필요한 고품질의 3D 콘텐츠는 더욱 부

족하며,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기존의 2D 상 

콘텐츠에 인공 인 양안 입체정보를 추가하는 2D-3D 

변환(2D to 3D conversion)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

다. 한 2D-3D 변환은 3D로 촬 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 촬 된 3D 상의 왜곡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1]. 그러나 2D 상 콘텐츠를 입체 3D 상으로 

재생산하는 기존의 2D-3D 변환(conversion) 방법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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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집약 인 작업 방식으로 진행되어 낮은 생산성  

품질 하 등의 문제가 지 되고 있다. 한 2D-3D 변

환 과정에서 제작자의 장면에 한 인 인 입체 설계

에 의해 객이 실제로 인지하는 공간감과 차이가 발생

한다. 장면에 한 실제 공간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입체 촬 에서 소요되는 비용 문제, 입체 상에서 

학  오차를 이기 해 요구되는 후처리 작업 문제 

등을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상 장면으

로부터 재구성된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입체 상 

콘텐츠의 제작과 체계 인 연구가 요구된다. 

기존 2D-3D 변환 방법들의 문제 을 2장에서 분석

하며, 이를 해결하기 해 상 장면의 기하학  분석 

 공간 구조를 효율 으로 재구성하는 2D-3D 변환 방

법을 3장에서 제안하며, 4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Ⅱ. 기존 연구

3D 상의 촬 장에서 스테 오그래퍼는 IOD(inter 

ocular distance)와 (convergence point)을 조 하

여 장면 공간을 사람이 시각 으로 인지하는 사실 인 

공간과 스토리텔링의 도구로서의 창의  공간을 표

한다. 동시에 객이 시각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학 인 문제와 상 될 스크린과의 계 등을 복합 으

로 고려하여 입체값을 결정한다[2]. 

그러나 기부터 2D 상 콘텐츠로 기획  촬 된 

경우, 상 공간에 한 입체 설계의 개념과 깊이의 연

속성(continuity)등에 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입체변환 과정에서도 3D 촬 과 동일하게 장면의 입체

감을 연출  리하는 스테 오그래퍼의 역할이 요

하다. 즉, 2D 상으로 촬 된 상 장면을 분석하고 입

체값을 설계하여 사실 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입체공

간을 구성한다[3]. 참고문헌 [3]에서는 2D 상을 입체

변환하기 한 체 시스템 설계  구  내용을 다루

며, 장면 공간 분석 방법과 공간 모델 재구성 방법 등을 

소개하 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상의 객체 분할

(object segmentation)에 따라 3차원의 공간 배치  지

역 인 깊이정보를 Top 뷰에서 통제하면서 변  모델

을 생성하는 입체 콘텐츠의 구체 인 제작 방법을 제안

한다.  

최근 헐리우드를 심으로 VFX 상의 후반작업과 

상처리 기술을 복합 으로 결합하여 타이타닉, 쥬라

기 크 등의 고  명작을 입체 변환한 작품이 꾸 히 

개 되고 있다. 재 작업 장에서 리 활용되고 있

는 입체변환 방식은 2D 상의 객체를 분할하여 픽셀

이동 기반의 양안 시차를 생산하는 방식과 기하학  구

조를 분석하여 깊이맵(depth map)을 제작하여 활용하

는 방법이 있다. 일반 으로 제작 스튜디오에서의 

2D-3D 입체변환 방식을 [그림 1]과 같이 정리하 다.

픽셀이동 기반 입체변환 방식

자동 깊이맵 생성

2D 페인팅 방식 깊이맵 생성

3D 모델기반 깊이맵 생성

깊이맵 제작 기반 입체변환 방식

 

그림 1. 입체영상 구현 방법

그림 2. 입체영상 구현 원리

그림 3. Grid Warping 기법을 이용한 지역적 깊이정보 부
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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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픽셀이동 기반 입체변환 방법은 로토스코핑

(rotoscoping)과 색상정보를 이용한 색상 매 (matting) 

등을 이용하여 객체를 분할하며, 을 기 으로 돌출

역(negative parallax)과 후퇴(positive) 역이 결정

되는 을 이용하여 분리된 객체를 수평 이동시킨다. 

일반 으로 각 임에 존재하는 객체에 별개의 이

어(layer)를 할당하여 2차원 으로 이동하며, [그림 2]

의 (a)에서 을 기 으로 Z축 상의 객체 치는 2D 

상에서 (c)와 같이 표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객체의 

이동범 를 결정한다. 

 분리된 객체의 지역 인 깊이 정보를 부여하기 

해 [그림 3]의 (b)와 같이 메쉬 그리드(mesh grid)를 이

용한 와핑(warping)[4] 기반의 픽셀이동 방식을 사용하

여 양안 시차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공간상의 

객 인 깊이정보를 반 하는 기 이 모호하며, 스테

오그래퍼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는 단 이 있다. 

한 각각의 객체가 동 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각 객체

들을 추 하여야 하며, 매 임마다 수작업으로 이

어를 구분함에 따라 에지(edge)부분의 불안정한 리

커링(flickering) 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객 인 기

 없이 작업자의 감각에 의해 객체의 지역 인 깊이정

보를 부여하는 경우, 기 의 모호성으로 인해 카드보드

(card board) 형태의 부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5]. 

두 번째, 깊이맵을 이용한 입체변환 방법은 가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 공간에 한 256 단계의 깊이

맵을 작성하며, 이는 밝기값(luminance)을 이용한 블랙

(255)과 화이트(0) 색상의 단계  차이(gradation)로 표

된다[6][7]. 즉, 2D-3D 입체변환은 매 임별로 256 

단계의 일정한 깊이정보를 가진 깊이맵을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장면의 기하학  공간을 분석하여 사

실 으로 입체 공간을 구성해야 하며, 스테 오그래퍼

의 창의  공간연출 개념을 용할 수 있다. 이때 실제 

공간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공간을 구성하면, 최종

으로 3D 콘텐츠의 품질이 떨어진다. 공간이 불일치

하거나 왜곡되면, 휴먼 팩터 에서 부정 인 향을 

발생시킨다[8]. 따라서 정확한 깊이 공간을 설계하는 것

이 요하다. 

  기존의 깊이맵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첫째, 컴퓨터비   컴퓨터그래픽스 기술을 이용한 자

동변환(auto-converting) 알고리즘으로 깊이맵을 자동

으로 생성한 후, 작업자가 개입하는 반자동(semi)변환

용 자체 인하우스(in-house) 툴을 개발하여 품질과 생

산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자동으로 생성된 깊이맵은 완성도면에서 한계가 있

으며, 이를 보완하기 해 상 장면의 깊이감의 일

성(continuity)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동 기술들을 

이용하는 인하우스 도구들은 비교  간단히 깊이공간

을 추출하는 장 이 있지만, 고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며 

공간의 왜곡 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문제 이 있다. 따

라서 체 상 시 스에 용하기 보다는 부분 인 수

작업을 개선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a) 색상정보 이용해 얻어진 자동 거리맵 

(b) 광류 계산 결과에 따른 자동 거리맵

그림 4. 알고리즘에 의한 깊이맵  자동생성 예
 

 둘째, 드로잉 등의 수작업을 통해 깊이맵을 작성하는 

방식은 주로 정지 상을 인 으로 드로잉하기도 하

지만, 시 스 상에서 동 인 역을 벡터기반 커  

드로잉 방식의 로토스코핑[10] 작업으로 객체를 분리하

고 소 트 에지(soft edge)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깊이

맵을 주로 생성한다. 로토스코핑은 객채를 추출하는 기

능 이외에도 뎁스 드로잉시 커 의 포인터를 기반으로 

정   면단  추 이 가능하므로 2D-3D 입체변환시 

활용도가 높다. 

[그림 5]는 원본 상에 로토스코핑으로 음 의 그라

데이션 색상을 지정하여 깊이맵을 완성한 이다. 일반

으로 로토스코핑에 의한 깊이맵 드로잉 방식의 문제

은 입체 공간의 깊이정보를 인 으로 지정하는 것

이다. 정확한 깊이공간의 해석을 통하지 않고 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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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색조의 그라데이션 색상을 할당하는 경우, 깊이정

보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5. 로토스코핑에 의한 수작업 깊이맵 생성 예
 

 셋째, 상 공간 등에 한 3차원 공간모델을 구성하

여 깊이맵을 랜더링하는 방법으로 성능이 가장 뛰어나

다. 일반 으로 2D 상에서 상 장면의 공간 체를 

3D모델로 구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상 추   모

델 피 (fitting) 등의 기술  어려움과 함께 제작자의 

수작업의 분량이 발생한다. 한 깊이 버퍼의 비선형

인 특성에 의해 깊이맵의 정 도가 낮아지는 리머링 

(flimmering)문제가 더링 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

[11]. 이 경우는 부분 32비트의 깊이버퍼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낮은 비트의 깊이맵을 사용할 경우

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깊이 셰이더(shader)를 이

용할 경우에도 그라데이션 역을 임의로 정규화

(normalize)하기 때문에 깊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12].

에서 언 한 두 가지의 경우는 모두 깊이 버퍼의 

정확한 치 정보를 참조하지만, zNear와 zFar 역 사

이에서 깊이맵을 정규화하는 방식에 의해 깊이값의 왜

곡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평지의 땅이 휘어져 보인다

거나 지표면이 불규칙해 보이는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

는 경우도 있다. 깊이 버퍼에 장된 깊이 정보와 뎁스 

셰이더를 이용해 재정의한 깊이정보의 차이를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그림 6. 깊이 버퍼와 셰이더를 이용한 깊이맵 제작 예 

Ⅲ. 제안하는 방법

본 장에서는 2D-3D입체변환을 해 공간정보를 재

구성하고 양안 상을 안정 으로 생성하는 방식의 입

체변환 과정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깊이맵을 작성하

여 이용하는 경우, 3차원 공간에서 Z축 상의 사실 인 

공간 구성이 요하다. 깊이공간의 역 (reverse)은 시

청자가 인지하는 깊이정보와 다르기 때문에 부정  효

과(side effect)가 발행한다. 

그림 7. 잘못된 깊이정보 재결합 예 

[그림 7]의 (A)는 각 객체별 깊이정보를 Z축 상에서 

재결합한 결과이다. 이어 5번은 색상정보를 이용한 

자동변환의 결과이며, 이어 1∼4는 로토스코핑을 이

용하여 수작업으로 그라데이션 역을 설정하 다. [그

림 7]의 (B)는 경험이 없는 사용자가 인 으로 깊이

공간을 구성할 때 Z축 상의 객체별 깊이값이 부분 으

로 역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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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D 드로잉에 의한 깊이맵 제작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공간을 보다 객 으로 

재구성하기 해 [그림 8]의 (A)와 같이 깊이공간을 고

려하여 객체분활 과정을 진행한다. 이때 공간의 범 는

255∼0 값으로 정규화(normalize)한다. 분리된 2차원 

객체를 [그림 10]과 같이  3차원 공간에서 텍스처 재사

(projection mapping) 과정을 통해의 각 객체를 배치

하고 변  모델링(displacement modeling)등의 방법으

로 지역  깊이정보를 표 한 후, 객체들을 바운딩 박

스(bounding box) 처리하여 [그림 8]의 (B)와 같이 Top 

뷰 상에 디스 이한다. 이때 각 바운딩 박스의 MIN, 

MAX 값은 255∼0의 값으로 정규화된 값이 참조되어 

각 이어의 상 인 깊이정보로 표시된다. 사용자는 

Top 뷰에서 각 이어의 깊이정보를 편집하여 고품질

의 깊이맵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으로 제작 장에서 리 사용되는 깊이맵을 

이용한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의 경우, 

깊이맵만으로는 카메라 내부변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

에 카메라 라미터를 고정하여 사용하거나, 단순히 

HIT(horizontal image translation)방법과 이미지 코

핀(corner pin) 기능으로 이미지를 왜곡시켜 인 인 

양안시차와 0 (convergence point)을 생성한다. 따라

서 객 인 양안 상 생성 방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림 9. HIT와 코너핀 기능을 이용한 DIBR

그림 10. 자동변환 결과의 깊이정보 재결합 과정

HIT 방법은 이미지를 [그림 9]의 (a)를 (b)와 같이 기

울여서 역 인 양안시차 정보를 생성할 수 있지만, 

(c)처럼 Z축 방향으로 공간구조를 눕히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지역 인 깊이정보를 반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상 인 가려짐(occlusion) 역과 부정  효과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객 인 공간 구성을 

해 2차원 맵의 깊이정보를 부분 으로 활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3차원 공간에서 재해석하는 방법이 제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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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정보 재해석 과정에서 [그림 10]의 입력 

상으로부터 자동 생성된 3D 공간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세 하지 않은 깊이맵은 이후 객체의 분할 과정을 거처 

3D 공간에서 변 모델(displacement modeling)과정을 

통해 장면 공간에 배치한다. [그림 10] (d)의 상 공간

의 체 깊이 P에서 자동 생성된 3D 입력 거리 정보의 

범 를 Q로 한정하고 밝기값을 이용하여 변

(displacement) 모델링하여 장면 구조 내에서 안정 인 

깊이 정보를 생성한다. 

카메라 추 을 통한 공간 분석 방법으로 추출된 특징

을 참조하여 객체를 배치하며, 텍스쳐 정보를 3D 메

쉬에 재사 하여 스테 오 카메라를 설치한다. 제안된 

방법은 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역  등의 문제 을 해

결하는 안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드로잉 방식 혹은 자

동 변환된 깊이정보를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확하

게 해석된 3차원 공간의 치를 활용하여 객체를 배치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인 으로 깊이정보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림 9]의 Q와 같이 한정하여 체 공

간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장 이 있다. 

 

그림 11. 자동변환 결과의 깊이정보 재결합 결과 

[그림 10] (a)의 자동변환 결과를 처리해 [그림 11]과 

같이 공간이 재구성 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깊이정보로 

재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수작업 드로잉  자동 변환

된 깊이정보를 장면 공간 내에서 2D 혹은 2.5D 방식으

로 공간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깊이

맵을 생성할 수 있으며, 추후에 발생하는 홀(hole) 역

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깊이맵의 작성 과정에서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Z축 상의 객 인 공간 구성

과 깊이공간의 역 상을 방지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2D 깊이정보의 재활용을 통해 

3D 공간에서 깊이정보를 재구성하여 3D 공간모델을 

구성하고 가상의 스테 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양안 

상을 생성한다. 이때 깊이맵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역

 상이 발생하게 되면 품질을 하시키는 요인이 된

다. 따라서 깊이맵의 품질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12. 카메라 추적 데이터를 활용한 변위 모델링 및 양안 
영상 생성 결과(Anaglyph)

 

[그림 12]는 카메라 류(optical flow)계산에 의해 획

득된 자동 깊이맵(B)을 이용하여 3D 공간에서 모델링

한 결과(A)이다. 이를 이용하여 가상의 스테 오카메라

를 설치하고 양안 상을 생성하 다. 여기서 스테 오 

카메라의 변수는 IOD, , 거리(focal distance), 

길이(focal length)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카메라 

추  결과인 클라우드 포인터(cloud point)참조 기반 변

모델을 구성하고 스테 오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객 인 공간모델 기반 양안 상을 생성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해 실제 촬 된 스테 오 

상의 입체값을 분석하여 동일 상 시 스의 L 상

을 입체 변환하 고, 두 상간의 특징  비교  히스

토그램 매칭 방법을 통해 정확도 차이를 분석하 다. 

실험은 [표 1]과 같이 장면 내 카메라와 객체의 움직

임 유무에 따라 다음 4가지 경우를 고려하 다. 한, 

실험의 정확도를 해 촬 된 4가지 실험 상의 카메

라 변수인 [표 2]의 라미터 값을 참고하여 변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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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최 한 같은 조건하에서 비교될 수 있도록 고려

하 으며, 실험 방법은 원본 상의 입체값을, L 시 스 

상에서의 입체변환, 그리고 유사도를 악하는 순으

로 진행하 다. 

표 1. 실험영상 선별 조건
        Object

Camera
Still Move

Still # 01 # 02
Move # 03 # 04

 

그림 13. 양안영상의 특징점 분석

그림 14. 각도에 따른 거리값 계산

여기서 첫째 입체값 분석 방법은 [그림 13]과 같이 

LR 상의 특징 간 거리분석을 통해 0 의 치와 돌

출  후퇴 역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0 의 치는 

[표 2]의 라미터 값을 참고하여 [그림 14]와 같이 계

산된다. 

표 2. 레퍼런스용 양안 영상과 카메라 변수값

# 01

Interaxial :     2.6 Cm
Convergence :  15 °
Focal Length :  24 mm
Focal Distance : 1.8 m

# 02

Interaxial :     3.4 Cm
Convergence :  23 °
Focal Length : 35 mm
Focal Distance : 3.8 m

# 03

Interaxial :     3 Cm
Convergence :  30 °
Focal Length :  24 mm
Focal Distance : 4 m 

# 04

Interaxial :     2.5 Cm
Convergence :  15 °
Focal Length :  35 mm
Focal Distance : 2 m 

표 3. 실험(히스토그램 매칭) 결과 
Original Result

# 01

+        - +        -

# 02

+        - +        -

# 03

+        -   +        -

# 04

+        -   +       -

[표 3]은 [표 1]의 조건에서 선별된 4가지 실험 상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원본 스테 오 상의 특

징 을 분석하여 히스토그램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비

교한 결과이다. [표 3]에서 간의 세로 이 각각의 0

을 나타내며, 양 으로 돌출 역과 후퇴 역의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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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의 결과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2D 상의 

입체변환 방법이 품질 측면에서 촬 원본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 으며, 향후 으로 부족한 

고품질 입체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를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한다.

Ⅳ. 결 론 

기존의 2D 상 콘텐츠에 비해 3D 상은 상 으

로 높은 제작비와 새로운 디스 이 환경의 구축 외에

도 객이 느끼는 시각 인 불편함 문제로 인해 련 

입체 콘텐츠의 제작 편수가 해마다 격히 며, 련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즉, 생체공학  측면에서 

시각 인 피로도 문제와 인체에 안 한 공간연출 개념

의 제작 가이드가 계량화되어야 한다. 이는 고가의 장

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작품에서 스토리라인을 계

획하는 것처럼 입체 상도 연출의 요한 과정으로 이

해하고 공간 디자인  측면과 인지과학  해석을 목

하여 사  기획단계에서부터 후반 작업까지 철 하게 

설계  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 2D-3D 입체변환을 해 2D 

깊이정보를 재활용하는 방법과 3D 공간모델을 재구성

하여 양안 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실험 상의 제작을 통해 안정 으로 고품질 입체변환

하는 방법을 확인하 고 사용자의 일 성 없는 깊이맵 

페인 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효과를 해결할 수 있

다. 제안된 방법은 이후 통합 시스템 상에서 구 되어 

제작과정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

도록 한다. 한 상용 장에 용하여 정량 인 검증 

데이터를 산출하는 등의 향후 과제를 계속 진행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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