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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D-to-3D 비디오 변환 기술은 2D 비디오 속에 내재하는 깊이 단서를 이용하여 스테 오 상을 생성함

으로써 2D 비디오에 3D 효과를 부여한다. 이 기술은 완 한 3D 비디오 시 로 가는 과도 기간 동안 3D 

콘텐츠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다. 본 논문은 2D-to-3D 비디오 변환의  복잡도 구

을 한 새로운 깊이 생성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 기법에서는 역 깊이의 시방향 일 성을 하여 패턴 

기반의 역 깊이 생성 기법을 제안하 다. 뿐만 아니라 객체 역의 3D 입체감 개선을 한  복잡도의 

객체 깊이 개선 알고리즘도 추가 으로 제시하 다. 실험을 통해 제안 알고리즘이 복잡도와 주  화질 

측면에서 기존 방식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보인다.

 
■ 중심어 :∣2D-to-3D 비디오 변환∣깊이 단서∣저 복잡도 깊이 융합∣영상 합성∣

Abstract

2D-to-3D video conversion vests 3D effects in a 2D video by generating stereoscopic views 

using depth cues inherent in the 2D video. This technology would be a good solution to resolve 

the problem of 3D content shortag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the full ripe 3D video era. 

In this paper, a low-complexity depth generation method for 2D-to-3D video conversion is 

presented. For temporal consistency in global depth, a pattern-based depth generation method 

is newly introduced. A low-complexity refinement algorithm for local depth is also provided to 

improve 3D perception in object region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conventional methods in terms of complexity and subjective quality.

■ keyword :∣2D-to-3D Video Conversion∣Depth Cue∣Low-complexity Depth Fusion∣Image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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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D 디스 이 기술은 보다 선명한 상에 한 소

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 그동안 지속 으로 

발 되어 왔다. CRT, LCD, PDP 등의 디스 이 장비 

개발 뿐 아니라 효과 인 디스 이를 한 다양한 

상 처리 기술에 한 개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2D 디스 이 기술은 발  속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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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하구조 (실내영상) (b) 기하구조 (실외영상)

(c) 폐색 (d) 질감 및 크기

(e) 흐려짐 (f) 객체의 움직임
그림 1. 다양한 3D 변환을 위한 단안 단서

어 서서히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으며, 신 3D 디스

이가 차세  디스 이 기술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3D 상이 미래 멀티미디어 산업에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해서는 시야각, 

해상도, 시청자 의 피로감 등 여러 기술  과제들 외

에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3D 콘텐츠의 실 인 확

보 방안이 3D 비디오 서비스의 상용화를 해 꼭 필요

한 선결 과제이다. 3D 비디오 콘텐츠는 부분 스테

오 카메라나 상 편집 도구에 의해 제작된다. 그러나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한 촬  시의 고 비용문제와 

상 편집 도구의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방송과 화 산

업은 여 히 2D 비디오로 부분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2D 비디오의 3D 변

환 기술은 막 한 기존의 2D 비디오를 큰 비용부담 없

이 3D로 변환하여 재사용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3D 

디스 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해결책으

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의 뇌는 두 의 수평거리에 의해 발생하는 좌, 

우 상 간의 양안 시차로 인해 깊이감을 인지하게 된

다. 스테 오스코픽 3D 디스 이는 이 원리를 이용

하여 시청자에게 스테 오 상을 동시에 보여 으로

써 장면에 한 자연스러운 깊이감을 느끼도록 한다. 

2D 비디오의 경우에도 2D 비디오에 있는 다양한 깊이 

단서를 이용하여 스테 오스코픽 비디오로 변환함으로

써 입체 구 이 가능하며, 이때 사용 가능한 단안 단서

로는 [그림 1]과 같이 장면의 기하학  구조, 폐색 역, 

질감, 객체의 크기, 흐려짐, 물체의 움직임 등이 있다. 

[그림 1(a)]와 [그림 1(b)]는 장면의 기하구조에 따른 깊

이감 인지의 이다. [그림 1(a)]에서는 소실선들이 수

렴하는 소실 이 가장 먼 치로 인지되므로 상의 바

깥쪽이 앙에 비해 카메라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

림 1(b)]에서는 하늘이 땅보다 더 멀리 느껴진다. [그림 

1(c)]는 폐색 역에 의해 공, 사람, 배경의 순서로 카메

라에 가까이 치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d)]에서는 

가까이 있는 물체가 뒤쪽의 물체에 비해 더 크고 세부

이다. [그림 1(e)]는 뒤쪽의 배경 신호가 경에 비해 

이 흐려져 있다. [그림 1(f)]는 객체의 움직임에 의

해 깊이 인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다. 비슷한 속

도로 움직일 때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물체일수록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2D-to-3D 변환을 한 부분의 기존 기법들은 변환 

과정에서 [2-6], 기하구조[7-10], 움직임[11-13] 등

의 여러 깊이 단서들  특정한 하나의 단서를 주로 이

용하여 변환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 방식들이 이용하는 

깊이 단서의 종류를 기 으로 기존 변환 기법들의 분류

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보다 자연스러운 깊이 생

성을 해 복수개의 깊이 단서를 동시에 활용하는 융합 

기반의 근법들이 제시되고 있다[14-19]. Chang 등은 

3개의 깊이 단서를 효과 으로 융합하기 한 우선순

 기반의 깊이 융합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15]. 이 방

식에서는 카메라 움직임과 움직임의 범 를 기 으로 

가 치를 결정하여 깊이 융합을 수행한다. 따라서 카메

라 움직임과 움직임 범 의 결정 과정이 안정 이지 못

할 경우 깊이의 시간  불일치가 래될 수 있다. Tsai 

등은 역과 국부 깊이의 융합을 이용한  복잡도의 

2D-to-3D 비디오 변환기법을 제안하 다[16]. 이 방식

에서는 수평방향의 에지 성분의 합과 수직 방향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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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역 깊이가 생성된다. 이 방식의 단 은 

수평 기울기가 역 깊이 생성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깊이의 차이가 있는 상

에서도 오직 수직 방향의 깊이 차이만 보이게 된다.  

2D 비디오의 3D 변환은 근본 으로 불량조건문제 

(ill-posed problem)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깊이를 추정

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러운 깊이를 추정하는 것이 비용 

효율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시방향으로 일 성 없는 깊이는 시각  피로감을 

유발하므로 시방향 일 성 유지가 편안한 깊이감 생성

에 있어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런 에서 본 논문

에서는 강인한 2D-to-3D 비디오 변환을 해 시방향 

안정감과 복잡도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깊

이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제안

기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기법

의 성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그림 2. 제안 시스템의 흐름도 

II. 제안 알고리즘

[그림 2]는 제안 기법의 체 인 흐름도를 보여 다. 

제안 기법은 시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깊이 정

보의 시방향 일 성 유지를 해 패턴 기반의 새로운 

역 깊이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을 통해 시간

으로 안정감 있는 역 깊이가 생성된다. 그 후, 객체 

역에서의 3D 입체감 개선을 해 객체 역의 깊이

를 추가 으로 추출하여 역 깊이와 융합함으로써 최

종 인 깊이 신호가 생성된다.

1. 전역 깊이 생성
기하학  구조는 장면의 체  구조를 반 한다는 

에서 역 깊이 추정을 한 단서로 가장 많이 이용

된다. 소실선과 소실  등이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

장 일반 인 기하 단서이다. 그러나 소실  검출을 

한 신호 분석 과정은 많은 계산을 요할 뿐 아니라 추출

된 소실 에 오류가 있을 경우 최종 인 깊이의 시방향 

일 성이 심각히 손상된다는 문제가 있다. 

(a) top – down              (b) right - left

(c) left - right           (d) boundary - center

그림 3. 전역 깊이를 위한 대표 깊이 패턴들 

이런 문제 을 피하기 해 제안 방식에서는 재 

임의 역 깊이 표 을 해 사 에 미리 정의된 깊

이 패턴을 이용하는 패턴 기반의 역 깊이 생성 방식

을 제안한다. 즉, [그림 3]과 같이 표 깊이 패턴들을 

미리 정의한 뒤, 이들 에서 재 임의 깊이 구조

에 가작 합한 패턴을 역 깊이로 선택하는 방식이

다. 장면의 구조와 련된 역 깊이는 소수의 표 패

턴으로 표 될 수 있으며, 표 깊이 패턴들이 잘 정의

되어 있을 경우 이들의 조합을 통해 체 비디오의 강

인한 역 깊이 생성이 가능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다양한 깊이 구조를 표 하기 해서는 

다수개의 깊이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연속 임에서 발생되는 역 깊이 패턴의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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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의 시방향 불연속을 래하여 시각  피로감을 유

발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 기법에서는 [그림 3(a)]의 단

일 패턴만을 이용한 역 깊이 생성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3(a)]의 top-down 진 패턴은 상의 아래쪽으

로 내려올수록 카메라와 더 가까워지는 패턴으로서 일

반 인 상에서 가장 많이 측되는 깊이 패턴이다. 

이 기본 패턴에 의해 역 깊이가 잘 표 될 수 있는 

상들의 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a) outdoor image

 

(b) object image with outdoor background

 

(c) object-focused image

그림 4. Top-down 점진적 전역 깊이를 갖는 영상들

제안기법에서는 top-down 진 패턴이 다양한 구조

의 역 깊이를 잘 반 하도록 하기 해 기본 패턴에 

기울기 조정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역 깊이 생성의 유

연성을 확장하 다. 이는 각 코  역에서의 상 특

징의 차이를 기반으로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의 기본 패

턴의 깊이 기울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포

함한 제안 역 깊이 생성 기법의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코너 영역

① [그림 5]의 두 상단 코  역과 하단 역의 색

상과 에지 평균값을 계산한다.

② 역 평균값들로부터 아래 식과 같이 색상과 에

지의 차이 값을 계산한다.

       
     
     
     

              (1)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역 의 색상  에지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③ 식 (1)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부터 아래 식을 이용

하여 각 코  역의 깊이를 할당한다.

      
      

 (2)

여기서 는 두 하단 코 의 고정 깊이값이며. 

  과 은 각각 좌상단  우상단 코 의 

가변 깊이값이다. 식(2)는 두 상단 코  들의 특징을 

참조 역인 하단 역의 특징과 비교하여 차이가 클수

록 상단 코  의 깊이를 낮은 값으로, 즉, 하단 역보

다 더 먼 뒤쪽으로 할당함을 의미한다. 

④ 3단계에서 계산된 4개의 코  역 깊이값으로부

터 내부 역의 깊이를 [그림 6]과 같이 내삽법으

로 계산한다.

그림 6. 내부 영역 깊이 할당을 위한 내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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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체 깊이 개선
역 깊이를 기반으로 각 객체 역의 깊이를 개선하

는 과정은 과 움직임 시차를 이용하여 설계하 다. 

일반 으로 이 맞춰져 있는 객체 역이 배경에 비

해 신호가 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앞쪽의 경 

역일수록 움직임 시차가 배경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제안 방식에서는 이러한 두 개의 찰을 바탕으로 

과 움직임 단서를 결합하여 아래 식(3)과 같이 객체의 

깊이를 계산한다.


 










    
  (3)

여기에서 
는   좌표의 깊이이며 는 가우시

안 필터 계수이다. 
와 

은 각각 기반 

깊이와 움직임기반 깊이를 나타내며 는 이 둘을 융합

하기 한 가 치이다. 식(3)에서 알 수 있듯이 객체 깊

이는 공간 으로 편안한 깊이감 생성을 해 최종 으

로 가우시안 필터링이 용된다. 

깊이 생성의  복잡도 구 이 가능하기 해서는 


와 

  를 한 단순하면서도 효과 인 추정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 사람의 시각이 객체의 내

부보다는 역간의 경계에서 깊이감을 더욱 강하게 인

지하므로 
를 한  단서로는 Sobel 에지 연

산자를 이용하 다. 그리고 카메라와 배경의 움직임까

지 고려할 경우 비디오의 정확한 움직임 추정  해석 

과정은 매우 방 한 계산량을 요구한다. 실제 비교  

큰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가 정확한 움직임 추정보다 깊

이 생성 과정에서는 더욱 의미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기법에서는 특징  정합이나 BMA

와 같은 많은 계산을 요하는 움직임 추정 기법 신 단

순 FD (frame difference)를 깊이 생성을 한 움직임 

단서로 사용하 다. 

식(3)에 의해 추정된 객체 역의 깊이 정보는 식(4)

에 의해 역 깊이와 융합됨으로써 최종 인 깊이 정보

를 얻게된다.


 ×

×
           (4)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역 깊이와 최종 깊이

를 나타내며 는 객체 깊이와 역 깊이의 융합을 한 

가 치이다. 제안 기법에서는 가변  가 치는 시방향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 가 치를 이용하

다.

III. 실험 결과

제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Chang의 방법과 

Tsai의 방법을 기존 기법으로 하여 이 방식들과 제안기

법의 결과를 계산량과 주  화질 측면에서 비교 분석

하 다. 

1. 화질 분석
화질분석을 한 실험 상으로는 MPEG FTV 

(Free-view point TV)의 “Akko & Kayo"  

"Pantomime" 시 스와 추가 으로 ”Dzignlight" 와 

"TheEye" 상을 사용하 다.

(a) Original frames (27th and 28th)

(b)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c) Results of Chang’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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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sults of Tsai’s method

그림 7. TheEye 영상에 대한 최종 깊이 추출 결과

[그림 7]은 "TheEye" 상의 두 연속 임에 해 

추출된 깊이 상 결과이다. 제안 기법과 Tsai 기법은 

역 깊이에 있어 시방향 일 성을 유지하지만 Chang

의 기법은 인  임 간에도 역 깊이가 에 띌 만

큼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hang의 기

법이 불안정한 상 특성 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가 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

안 기법은 임계치 기반의 라미터 결정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역 깊이 생성에 있어 시방향 일 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

  

(a) Original frame             (b)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c) Result of Chang’s method  (d) Result of Tsai’s method

그림 8. Dzignlight 영상에 대한 최종 깊이 추출 결과

[그림 8]의 실험 상은 상의 좌, 우 역 간에 비교

 큰 깊이 차이를 갖는 상이다. 깊이 생성 과정에서 

이런 수평 방향의 깊이 기울기를 잘 반 할 수 있어야 

실제 인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제안 방식은 상 특

징의 차이를 기반으로 코  역의 깊이를 할당하기 때

문에 [그림 8(b)]에서 보듯이 이러한 수평 방향의 깊이 

변화를 잘 반 할 수 있다. 반면에 Tsai 방식은 수직 방

향으로의 역 깊이 기울기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림 

8(d)]에서처럼 수평 방향의 역 깊이 변화는 표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a) Original frame           (b)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c) Result of Chang’s method  (d) Result of Tsai’s method

그림 9. Akko & Kayo 영상에 대한 최종 깊이 추출 결과

(a) Original frame            (b)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c) Result of Chang’s method  (d) Result of Tsai’s method

그림 10. Pantomime 영상에 대한 최종 깊이 추출 결과

[그림 9]와 [그림 10]의 상은 비교  평탄한 배경 

깊이를 갖는 상이다. 제안 기법이 top-down의 진

 깊이 패턴을 기본 패턴으로 사용하지만, 이런 상

들처럼 코  역의 특성이 비슷할 경우에는 각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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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비슷한 깊이가 할당되게 되므로 평탄한 배경 깊

이가 생성된다. 즉, 제안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울기 

조정 과정을 통해 단일 기본 패턴만을 사용하더라도 매

우 유연성 있는 역 깊이 생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Tsai 방식은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역 깊이가 

카메라에 가까워지고 있어 평탄한 배경 깊이를 합성하

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Tsai 기법이 수직 방향으로

의  에지 히스토그램에 따라 역 깊이 기울기를 

할당하기 때문에 비록 평탄한 깊이의 배경을 갖는 경우

에 해서도 평탄한 역 깊이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

이다. 

2. 정량적 성능 평가
제안 기법의 정량  성능 평가를 해 상용 화인 

"Avater" 비디오의 특정 구간을 실험 시 스로 사용하

다. [표 1]과 [표 3]은 각각의 알고리즘에 한 수행 

시간과 정량화된 주  화질에 한 평가 결과이다. 

주  화질의 정량화를 해 3D 화를 람한 15명의 

학생들이 각 방식의 주  화질을 입체 효과, 시방

향 일 성, 공간  안정감 등의 3가지 평가 항목을 기

으로 평가하 다. 

수행 시간에 있어서는 Chang 기법이 Tsai기법과 제

안 기법에 비해 약 3배 정도의 긴 수행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주  화질 비교 결과 입체 효

과는 Chang 기법이 가장 우수하고 Tsai 기법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시방향 일 성과 공

간  안정감 항목에서는 Chang 기법이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체 항목에 한 평균으로는 제안 기

법이 가장 우수하고 Chang 기법은 제일 조한 평가 

수를 나타내었다.

결과로부터 제안 기법과 Tsai의 기법이  복잡도 구

에 합하며, 주  화질은 제안 기법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수행 시간 비교 
방식 Chang 기법 Tsai 기법 제안 기법

수행시간 
(sec/frame) 1.122 0.389 0.416

표 2. 주관적 화질 평가를 위한 점수표
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점수 5 4 3 2 1

표 3. 주관적 화질 비교 

방식 원 상
Chang 
기법

Tsai 기법 제안 기법

입체 효과 4.9 4.1 3.3 3.8
시방형 
일관성 4.8 2.2 4.5 4.5

공간적 
안정감 4.8 2.1 4.2 4.3

평균 4.87 2.8 4.0 4.2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2D-to-3D 비디오 변환을 한 새로운 

 복잡도 깊이 융합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시방향 

안정감을 해 제안기법에서는 패턴 기반의 역 깊이 

생성 방안을 사용하 다. 두 상단 코  의 깊이를 두 

상단 역과 참조 하단 역 간의 특성 차이에 따라 결

정함으로써 기본 패턴에 장면의 구조를 효과 으로 반

시킬 수 있었다. 객체 역의 깊이 할당을 개선하기 

해 임 차이와 에지정보 기반의  복잡도 객체 

깊이 할당 알고리즘을 추가 으로 제안하 다. 다양한 

실험 상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기법이  

복잡도와 실감 있는 3D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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