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 동영상의 입체 영상으로의 변환

[UCI]I804:24011-200000234577



단일 동영상의 입체 영상으로의 변환

Conversion of Monotonic Video to Stereoscopic Video



단일 동영상의 입체 영상으로의 변환





- i -

목 차

List of Titles

도목차 ･･･････････････････････････････････････････････････････････････････ ⅲ
ABSTRACT ････････････････････････････････････････････････････････････ ⅴ
제 장 서 론1 ･････････････････････････････････････････････････････････ 1
제 장 입체 영상의 개요2 ･･･････････････････････････････････････････ 3
제 절 입체 영상의 원리1 ･･･････････････････････････････････････････････ 3
제 절 스테레오 그래픽2 ････････････････････････････････････････････････ 7
제 절 입체 영상 구현 방식3 ････････････････････････････････････････････ 9

홀로그래피1. ･･････････････････････････････････････････････････････････ 9
적청 방식2. ･･･････････････････････････････････････････････････････････ 9
편광 필터 방식3. ･････････････････････････････････････････････････････ 10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4. ･･････････････････････････････････････････････ 11
렌티큘라 방식5. ･･････････････････････････････････････････････････････ 12
셔터글라스 방식6. ････････････････････････････････････････････････････ 13

제 장 입체 영상 변환방법3 ･･･････････････････････････････････････ 14
제 절 움직임 측정1 ･･･････････････････････････････････････････････････ 16
제 절 수평 수직 시차 변환2 ․ ･････････････････････････････････････････ 20
제 절 블록 이동 및 영상 조합3 ･･･････････････････････････････････････ 28
제 장 입체 영상 구현4 ････････････････････････････････････････････ 32



- ii -

제 장 결론5 ･････････････････････････････････････････････････････････ 42
참고문헌 ････････････････････････････････････････････････････････････････ 44



- iii -

도 목 차

List of Figures

그림 입체 인지의 원리2.1 ････････････････････････････････････････････････ 5
그림 시차에 따른 눈과 바라보고 있는 물체의 위치 관계2.2 6･････････････････
그림 스테레오 그래픽의 원리2.3 8･･････････････････････････････････････････
그림 적청 안경2.4 10･･････････････････････････････････････････････････････
그림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2.5 ･･･････････････････････････････････････････ 11
그림 렌티큘라 방식2.6 12･･････････････････････････････････････････････････
그림 입체 영상을 획득하는3.1 Block Diagram ････････････････････････････ 15
그림 블록 매칭 기법3.2 17･････････････････････････････････････････････････
그림 블록 매칭 알고리즘에 대한 의사코드3.3 19･････････････････････････････
그림 영상 융합3.4 21･･････････････････････････････････････････････････････
그림 수직 시차3.5 21･･････････････････････････････････････････････････････
그림 수평 수직 시차 계산에 대한 의사코드3.6 ․ ･･･････････････････････････ 23
그림 3.7 t0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의 참조 영상 ･･････････････････････････ 25
그림 3.8 t0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에 대한 저주파 필터 실행의 예 ･･････････ 26
그림 3.9 t0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에 대한 중앙 필터 실행의 예 ････････････ 27
그림 블록 이동 기법 첫 번째 단계3.10 ( ) 29･･････････････････････････････････
그림 블록 이동 기법 두 번째 단계3.11 ( ) 29･･････････････････････････････････
그림 블록 이동 기법 세 번째 단계3.12 ( ) 29･･････････････････････････････････
그림 블록 이동 및 영상 조합에 대한 의사코드3.13 ･････････････････････････ 31
그림 4.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입체 영상을 획득하는 Block Diagram ････････････ 33
그림 시차 정보 맵 구현4.2 35････････････････････････････････････････････････
그림 수평 시차 정보 맵4.3 36････････････････････････････････････････････････



- iv -

그림 수직 시차 정보 맵4.4 37････････････････････････････････････････････････
그림 블록 단위 시차 맵4.5 38････････････････････････････････････････････････
그림 4.6 to 영상 및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 ･････････････････････････････････ 40
그림 4.7 t1 영상 및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 ･････････････････････････････････ 41



- v -

ABSTRACT

Conversion of Monotonic Video to Stereoscopic Video

Lee, Eun-Jeong

Advisor : Prof. Kim, Choong-Won Ph.D.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last few years have seen a dramatic increase in the demand for

stereo content. This has largely been driven by the commercial availability

of multiviewer auto-stereoscopic displays. Such displays require a number

of adjacent views of scene. This proposal can help generating stereoscopic

video by making the left and right video corresponding two eyes.

We propose a method for converting monotonic video to stereoscopic

video. The proposed methodology is composed of four major steps. First,

given a current video frame, we estimate a motion vector for each block

by a conventional block matching motion estimation algorithm. The motion

vector is composed of horizontal and vertical disparities. Second, the norm

of the motion vector is computed for each block. Due to the reduction of

noise, a median filter is performed on the norm of the motion vector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Third, each block is shifted to the

horizontal direction by the norm of the motion vector which is trans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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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inocular parallax. The shift of blocks in the horizontal direction

eliminates the effects of the vertical disparity. Finally, all the shifted blocks

are synthesized and a synthesized image is then generated. A stereoscopic

image pair being composed of the original image and its associated

synthesized image is produced. With proper 3-D viewing devices, users can

feel 3-D depth from seeing the stereoscopic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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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최근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로 입체영상 구현방법에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입체영상 구현방법으로는 두 대의 카메라로 구성된 입체 카메라로 촬영

하여 여러 장의 영상을 얻어 입체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한 장의 영.

상으로부터 좌 우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입체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 .

법을 입체 변환 기술이라 한다 하나의 영상을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제작할 수 있.

다면 기존의 영화나 사진 등을 입체 영화나 입체 사진으로 바꾸어 실감나게 감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의 사실성을 높이고 복잡한 알고리즘의 속도를 개선한 입

체 동영상을 얻기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발전해왔다 다양한 운동유형.

결정 및 키 프레임을 이용하여 급격한 입체 시차 변화를 완화하여 입체 영상용 이

미지 쌍을 얻는다 또한 기존의 영상에서 픽셀 즉 픽셀은 다음[1]. x,y,r,g,b , x,y

영상과 대응하는 좌표 픽셀은 값과 깊이 픽셀인 를, r,g,b RGB z MLAs (Machine

를 이용하여 훈련시킨다 로 얻어진 깊이 정보 맵은 신Learning Algorithms) . MLA

경망을 이용하여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구현할 수 있다 관심물체의 양 음[2]. ,

의 시차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깊이를 부여하여 관심물체를 위치시킨 후 각각의,

관심물체에 기본 프리미티브의 높이를 깊이로 설정하여 물체를 입체화하고 빈 공

간에 대해 주변 픽셀로 채우는 방법을 통해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생성해 낼

수 있다[3].

하지만 여러 개의 소실점을 갖는 이미지나 소실점이 없는 이미지에 대해서 왜곡

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기본 프리미티브로 해결할 수 없는 모양의 물체를 표

현하는 것과 직선이 아닌 곡선에 대한 물체의 표현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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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정보의 추출과 여러 픽셀이 한 픽셀로 대응되어 겹치는 현상 그리고 새로운,

시점에서 생성된 영상에 생기는 빈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동영상을 보다 적은 시간으로 입체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입체 동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추출해.

야한다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얻는 처리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본 알고리즘은.

단일 동영상으로부터 장면을 추출하고 장면의 시작 프레임과 마지막 사이의 프레

임 간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수평 수직 시차를 계산한다 이 시차를 추출한 총 프.․
레임 수에서 마지막 프레임을 제외한 수로 평균을 내어 각 프레임의 시차로 정하

였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각 프레임에 해당하는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각각의 프레임을 비교하여 시차 값 얻는 것을 처음과 마지막 프레임 간

의 비교하여 보다 적은 시간으로 시차 값을 획득 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장에서는 기본적인 입체영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에서는 입체 영2 , 3

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차 정보 및 깊이 정보 추출과 배경의 빈 공간 처리 픽셀,

의 겹침 현상에 관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설명한다 장에서는 이 논문이 제안한. 4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문제점 및 향후과제에 대하여 결5

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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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입체 영상의 개요2

과거 입체 영상은 일반인의 호기심 유발과 흥미 위주의 요소에만 관심을 가져왔

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흥미 위주가 아닌 정보전달의 현실감을 높이는 측면으로 그

활용의 영역을 높여가고 있다 즉 단순한 현실감 있는 영상의 구현이 아닌 영상정. ,

보의 기록과 이용 그리고 전달에 있어 현실감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입체 영상은 평면 영상보다 실재감이나 현장감을 주게 된다 입체 영상은 평.

면 영상보다 정보량도 많고 영상 안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모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입체영상은 단순한 호기심 만족의 정도를 넘어 구체적이고 사실. ,

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입체 영상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

다.

제 절 입체 영상의 원리1

입체 영상이란 좌 우 시각차가 존재하는 두 장 이상의 평면영상을 말한다 우리, .

가 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두 눈이 일정간격 약 좌우로 떨어65㎜

져 있어 두 눈에서 인지되는 영상에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눈에 보이는.

영상의 차이를 양안시차라고 한다 사물을 바라볼 때 약간의 다른 상이 망막[15].

에 결상 되는데 이 미세한 차이를 뇌가 해석하여 부피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두 눈이 보는 대상간의 상대적 거리와 물체간의 전후위치 공간 분포상. ,

태 등에 의해 입체구조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안시차에 의해 입체감을 느끼는 것을 입체화법이라고 한다 입체화.

법에 의하면 인간은 양안에 맞는 영상만을 보여주게 될 때 입체감을 느끼며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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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발전은 양안 시차를 주기위한 다양한 방법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는 차원의 그래픽 이미지가 차원의 형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원근2 3 ,

빛과 그림자 강조 빛의 반사율 농담원근 상대적인 크기 깊이단서 그리고 질감, , , , , ,

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가 입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그림 과 같이 두 눈의 시차에 의한 입체시뿐2.1

만이 아니라 한쪽 눈으로만 보아도 음영이나 그 밖의 정보에 의하여 우리는 물체

의 입체감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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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뇌

인지입체

눈

그림 입체 인지의 원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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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란 모니터 상에 투사된 영상의 두 지점사이의 수평거리를 말하는데 불일치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양의 시차 영의 시차 음의 시차로 시차 형태를, ,

구분한다[16].

양의 시차는 매칭점이 입체 평면보다 멀리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시차가 눈 사이의

거리와 같거나 작을 때 발생한다 이는 시차가 보다 큰 경우로써 물체가 안쪽으로. 0

들어가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영의 시차는 매칭점에 입체 평면과 같은 거리에 있.

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시차가 이고 입체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0 .

음의 시차는 매칭점이 입체 평면보다 가까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시선이 교차할

때 발생하며 마치 물체가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림 는 시차에 따. 2.2

른 눈과 바라보고 있는 물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한 그림이다.

그림 시차에 따라 눈과 바라보고 있는 물체의 위치 관계2.2

양의 시차 영의 시차 음의 시차(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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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스테레오 그래픽2

실제 입체를 간접영상 매체 즉 사진 또는 영화 스크린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 ,

여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장의 영상 즉 왼쪽과 오른쪽 눈이 따로 보아야할,

영상이 필요한데 이를 스테레오 그래픽이라 한다[8].

인간의 평균 시야에서 입체 효과를 최대로 하는 거리는 눈에서 정면으로 약 50㎝

떨어진 지점이다 만일 떨어진 물체를 바라본다면 기본이 되는 육안거리 와. 50 I㎝

대상물체까지의 거리 와의 관계는 인데 값이 보통 이므로 이 값은H I / H , I 65㎜

약 이 된다 일반적으로 가 사이에 있어야 입체감을 가장 높0.1 . I / H 0.01 ~ 0.1

게 느낄 수 있다[14].

카메라를 통한 스테레오 그래픽 생성과 이를 통한 입체영상재현은 그림 와 같2.2

다 그림 는 그림 의 입체영상 인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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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카메라

눈

인지입체

사진

스테레오그래픽

그림 스테레오 그래픽의 원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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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입체 영상 구현 방식3

홀로그래피1.

홀로그램 은 원래 완전한 또는 전체 라는 뜻의 그리스어 와(Hologram) “ ” “Holos”

인쇄된 필름 이라는 뜻의 이 합성된 단어이다 즉 완벽한 영상을 구현“ ” “gram” . ,

해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6].

물체에서 반사된 빛의 세기만을 기록하는 사진필름과 달리 홀로그램은 자연스러

운 차원 입체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홀로그램은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에서부터3 .

고밀도 메모리 기술 빛을 이용한 고속 병렬연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

기존의 사진이나 회화 작품이 원하는 영상의 한 점 한 점을 차원 평면에 그리는2

것에 반해 홀로그램은 빛의 간섭원리를 이용한다 하나의 광원에서 나오는 레이저.

빛을 둘로 나눈다 그 중 하나는 곧바로 감광판에 도달하고 나머지 하나는 물체를.

비춰서 반사되어 나온 빛을 감광판에 닿게 한다 두 빛이 같은 감광판을 비추면 결.

국 남는 것은 간섭무늬인데 이렇게 인화되어 만들어진 홀로그램에 빛을 비추면 간,

섭 무늬의 모양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양이 나타나서 마치 홀로그램 평

면 뒤쪽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적청 방식2.

적청 방식은 좌 우 영상에 해당하는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이들 이미(Anaglyph) ,

지를 매우 빠르게 교체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제어하여 양안에 각기 따로 볼 수 있

도록 투과 파장 영역을 보색관계인 나 또는 나 으로 제작된 안red blue red green

경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원리는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을 합치면 검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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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좌 우 영상을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의 영상으로 중복,

으로 보여준 후 안경을 통하여 입체영상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간편하게.

입체효과를 표현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전한 컬러 영상을 획득할 수 없다[2].

그림 적청 안경2.4

편광 필터 방식3.

편광필터 방식은 직교한 편광소자의 조합에 의한 차광효과를 이용해서 좌우안의

화상을 분리하는 것이며 직교하는 편광필터를 장착한 비디오 프로젝터에 의해 좌,

우 화상을 스크린에 투사하고 직교하는 편광필터가 달린 안경으로 관찰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색의 재현성이 좋다 높은 해상도 풀 칼라의 동영상 표시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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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동시에 많은 관객에게 보일 수 있다 좋은 실재감 실현이 수월함 등을 들. ,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투과율이 낮은 편광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영상.

이 된다 관찰자는 안경을 사용해야 하며 영상합성용 하프미러나 스크린에는 편광.

간섭이 없는 특수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4.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은 패럴랙스 배리어 즉 가느다란 슬릿상(Parallax barrier) ,

의 개구부 뒤쪽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좌우 안분의 화상을 교대로 배치하여 특정2

한 시점에서 이 개구부를 통해 보았을 때 정확하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단 좌우 안 분의 화상밖에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이동해서 자유롭게 볼, 2

수는 없다[5].

그림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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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티큘라 방식5.

렌티큘라 방식의 원리는 반 원통형의 형상을 한 렌티큘라 스크린으로(Lenticular)

불리는 렌즈의 초점면에 좌우 화상을 스트라이프 상태로 배치하고 이 렌즈 판을,

통해서 관찰하면 렌즈 판의 지향성에 따라 좌우 화상이 분리되어 안경 없이 입체

시 되는 것이다[5].

이 방식에는 안식 외에 다 방향에서 피사체를 보아도 입체시 되는 다안식도 생2

각되고 있다 렌티큘라식 입체 디스플레이에서는 렌즈 판과 표시화소 사이에 무아.

레가 생기지 않게 렌즈 판의 피치 두께 곡률 등의 광학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

것 이외에 렌즈 판과 표시 상을 정확히 위치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렌티큘라 방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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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글라스 방식6.

셔터글라스 방식 입체 영상은 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Shutterglass) LCD

어두워져서 투명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를 사용한 안경을 쓰게 하고LCD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에 교대로 전원을 공급 차단하는 형태를 위한다 즉LCD , . ,

눈을 가려주었다가 다시 보여주기를 교대로 반복하는데 있어 얼마나 빨리 이 일을

수행하는가와 가 얼마나 투과성이 좋으냐에 따라 이미지의 보이는 정도가 결LCD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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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입체 영상 변환방법3

이 장에서는 동영상과 같은 연속적인 영상들 각각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이

용하여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생성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차원 효. 3

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입체 영상을 구성한다면 보다 정확하

고 세밀한 입체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겠지만 동영상과 같은 연속적인 영상 각각에

입체영상을 생성해야 한다면 조금 덜 정확하고 세밀하지 않아도 결과 영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체 영상을 생성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

다.

단일 동영상으로부터 입체 영상을 도출하는 입체 영상 구현의 은Block Diagram

그림 과 같다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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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영 상

움 직 임 측 정

수 평 · 수 직 시 차 변 환

블 록 의 이 동 및
영 상 조 합

입 체 영 상 합 성

그림 입체 영상을 획득하는3.1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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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세 단계를 통하여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단일 동영상에서 관심물체가 존재하는 시작과 마지막 프레임을 이,

용하여 블록 매칭 움직임 측정 알고리즘으로 각각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를

측정한다 움직임 벡터는 수평 수직적 시차로 구성되어 있다. , .

두 번째 단계 시작과 마지막 프레임 간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각각의 블록에 대한,

움직임 벡터 값을 원 영상에서 각 블록은 블록 단위 시차 값에 의해 수평 방향으

로 이동한다 측정한 움직임 벡터에 잡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중앙 필터는 움직임.

벡터 계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세 번째 단계 시차 정보 값으로 각각의 프레임에 관한 이동한 모든 블록들은 세,

단계의 블록 조합을 거쳐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얻는다 사용자는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과 기존의 영상을 합성하여 얻은 입체 영상을 뷰어를 통하여 입체3-D

감을 느낄 수 있다.

제 절 움직임 측정1

입체 영상을 얻는 흐름 중에서 기존의 영상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추출하고 이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합성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깊이 정보를 추출.

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정의에 의하여 소실점을 설정한 뒤 육면체에서 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이용하여 관심물체의 깊이 정보를 추출한다 또한 사용자가[3].

직접 관심 물체의 특성에 따라 깊이 정보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동영상의. 2D

경우에는 정확한 운동유형결정 및 키 프레임을 이용하여 급격한 입체 시차 변화를

완화하는 제안 방법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단일 동영상에서 관심물체가 있는

프레임을 추출하여 처음과 마지막 프레임 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블록 매칭 기법은 하드웨어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 측정 기법으로서 가

장 널리 사용한다 블록 매칭 기법에서 움직임 벡터를 측정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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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윈도우 안에서 픽셀을 영역으로 규정한 블록 단위로 다음 영상과 매칭점을

찾는 기법이다 그림 는 블록 매칭 기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나타낸 것이. 3.2

다 블록의 중심 픽셀을 이용하여 시작 프레임. f0 과 마지막 프레임 fn 간의 수평,

수직적으로 탐색을 함으로써 얻어진 두개의 매칭점의 차이가 시차이다.

Frame f0

Search window

Frame fn

그림 블록 매칭 기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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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m, n] = size(R)

dismapX = zeros(m, n);

dismapY = zeros(m, n);

disblock = zeros(m, n);

Image = zeros(m, n, fnum);

range = dmaxX - dminX + 1;

ssd = zeros(1,range);

I_MIN = wsize + dmaxX;

I_MAX = m - wsize- dmaxX;

J_MIN = wsize + dmaxY;

J_MAX = n - wsize - dmaxX;

whalf = fix(wsize/2);

for I = I_MIN:wsize:I_MAX,

for J = J_MIN:wsize:J_MAX,

Jmhalf = J-whalf;

Jphalf = J+whalf;

Imhalf = I-whalf;

Iphalf = I+whalf;

min_mse = 1.e+10;

블록 매칭 알고리즘에 대한 의사코드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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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Y = 1:dmaxY

for dX = 1:dmaxX

mse = 0;

for JJ = Jmhalf:Jphalf,

for II = Imhalf:Iphalf,

mse = mse + abs(L(II+dY, JJ+dX) - R(II, JJ));

end

end

if mse < min_mse

min_mse = mse;

best_dX = dX;

best_dY = dY;

end

end % end for d

end

for yy = I-whalf:I+whalf,

for xx = J-whalf:J+whalf,

dismapX(yy,xx) = best_dX/(fnum-1);

dismapY(yy,xx) = best_dY/(fnum-1);

end

end

end

end

t = toc

블록 매칭 알고리즘에 대한 의사코드b. (2)

그림 블록 매칭 알고리즘에 대한 의사코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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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매칭 알고리즘은 하드웨어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 측정 기법으로

많이 쓰인다 블록 매칭에서 움직임 벡터를 구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픽셀 영역.

단위로 탐색하는 것이다 프레임. f0에서 사용자가 윈도우 크기를 지정한 탐색 윈도

우에서 계산되어진 절대값의 최소합과 마지막 영상인 프레임 fmax에서 똑같은 크기

의 탐색 윈도우의 절대값의 최소합을 이용하여 시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식.

은 를 통하여 시차정보를 획득 할3.1 MAD(minimum mean absolute difference)

수 있다 여기서. 는 영상을 의미하며I B는 한 픽셀 을 에워싸는(i,j) N1 × N2 블

록이다.

MAD(x,y) =




 ∊

| I ( i,j,f0 ) - I ( i+x,j+y,fmax 식) | ( 3.1)

제 절 수평 수직 시차 변환2 ․

블록에 의해 획득한 움직임 벡터는 각각에서 얻어진 수평 시차 dx와 수직 시차

dy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직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및 물체의 운동이

수직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양 눈이 각각 우 영상 및 좌 영상을 보고 있을 때에

영상융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는 로 표시된 두 매칭점이 수직 시차. 3.4 ■

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로 수평으로 매칭점이 놓여 있다 두 직선간의 수렴점이.

스크린 뒤에 발생하여 정확한 깊이감을 줄 수 있다 그림 에서는 두 매칭점이. 3.5

로 표시된 수직 시차를 가지는 경우를 보여준다 두 매칭점에 수직 시차가 존재.↔

하므로 수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상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

입체로 시청할 때에 깊이감의 상실로 눈의 피로감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에[4]. 2D

서 동영상 입체 변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수직 시차 처리가 중요하다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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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점수렴점

Screen
입체영상

그림 영상 융합3.4

수직시차

수렴점
존재안함

수직시차

수렴점
존재안함

Screen
입체영상

그림 수직 시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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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블록 단위 시차는 움직임 벡터의 계산으로 얻어진 dx와 dy의 값을 이용하

여 식 와 같이 정의된다3.2 .

dB =      식( 3.2)

이 공식에서 블록 단위 시차는 수평 시차와 수직 시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블록 단위 시차. dB의 최대값인 dmax는 식 과 같이 정의된다 식 에서3.3 . 3.3

사용된 WS1과 WS2는 탐색 윈도우의 크기이며 N1 × N2는 블록의 크기를 나타낸

다.

dmax =  
  

 


 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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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X = mat2gray(dismapX);

depthY = mat2gray(dismapY);

L1=zeros(m, n);

for ffnum = 1:fnum

for I = I_MIN:wsize:I_MAX

for J = J_MIN:wsize:J_MAX

if( dismapX(I,J) < 3 )

for y = -1*whalf : whalf

for x = -1*whalf : whalf

Image( I+y, J+x, ffnum )=R( I+y, J+x );

end

end

else

for y = -1* whalf : whalf

for x = -1*whalf : whalf

Image( I+y, uint32(J+ sqrt( dismapX(I,J).^2 +

dismapY(I,J).^2 )*ffnum + x), ffnum )=R(I+y,J+x);

end

end

end

end

end

end

그림 수평 수직 시차 계산에 대한 의사코드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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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움직임 벡터를 측정하면서 생긴 약간의 파편인 영상 잡

음을 없애기 위하여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저주파 필터는 신호 성분 중 고주파 성.

분은 거르고 저주파 성분만을 통과시키는 필터로서 잡음을 없애거나 흐린 영상을, ,

얻는데 주로 쓴다 저주파 필터기로 작용하는 것은 모든 계수가 양수인 컨볼루션.

마스크로서 과 를 예로 들 수 있다 저주파 필터는 잡음 관심 물체3 × 3 5 × 5 . ,

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고주파 성분을 거르는 역할을 하며 마스크의 크기가 커질

수록 흐림 효과도 커진다[12].

본 논문에서는 저주파 필터의 종류 중에서 중앙 필터를 사용하였다 저주파 필터.

를 사용하면 잡음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충격 잡음은 제거하기 어려우며 잡음이

줄어드는 만큼 영상도 흐려진다 중앙 필터는 이런 충격 잡음을 제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중앙 필터는 이웃하는 화소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중앙에 있는.

값을 출력 값으로 선택한다.

그림 과 그림 는 획득한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이용하여 저주파 필터와3.8 3.9

중앙 필터를 사용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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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t0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의 참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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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t0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에 대한 저주파 필터 실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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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t0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에 대한 중앙 필터 실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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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블록 이동 및 영상 조합3

블록 단위 시차 dB를 획득한 다음 단계는 dB 값을 이용하여 모든 블록 단위로 이

동하는 것이다 블록의 이동은 수평 방향으로 기존의 영상에서 블록 단위 시차의.

값만큼 이동을 시킨다. dB1과 dB2 블록 단위 시차 값의 이동은 세 단계를 거쳐 결

과값을 얻는다.

첫 번째 단계, d․ B1과 dB2의 크기가 같은 경우 블록 과 블록 를 빈 픽셀이 없: 1 2

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옮겨진 블록의 모든 픽셀 값이 기존의 블록과 동일하게.

연관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단계, d․ B1이 dB2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 블록 의 모든 픽셀은: 1 dB1에 의

하여 이동된다 블록 에서. 2 dB2만큼 이동된 후 (dB2-dB1 의 픽셀은 빈 픽셀로 남)

게 된다 이 빈 픽셀은 보간법으로 옆 픽셀과 같은 색상으로 채운다. .

세 번째, d․ B1이 dB2의 크기보다 큰 경우 블록 의 모든 픽셀은: 1 dB1에 의하여 이

동하고 블록 에서의2 dB2에서 (dB1-dB2 의 픽셀은 블록 의 픽셀위에 덮여) 1 dB2의

픽셀 색상으로 채운다.

이 과정으로 모든 영상 블록에게 적용이 되면 이동되어진 블록들은 조합됨으로써

새로운 조합 영상이 생성된다.

뷰어를 통하여 기존의 영상을 왼쪽 그리고 조합된 영상 즉 입체 영상용 이3-D , ,

미지 쌍을 오른쪽으로 전시함으로써 깊이를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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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블록 이동 기법 첫 번째 단계3.10 ( )

그림 블록 이동 기법 두 번째 단계3.11 ( )

그림 블록 이동 기법 세 번째 단계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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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fnum = 1:(fnum-1)

for I = 2:m

for J = 2:n

if Image(I, J, ffnum) == 0 & R(I, J) ~= 0

Image(I, J, ffnum) = Image(I, J -1 , ffnum);

end

end

end

end

for ffnum = 1:(fnum-1)

for I = m-2:-1:1

for J = n-2:-1:1

if Image(I, J, ffnum) == 0 & R(I, J) ~= 0

Image(I, J, ffnum) = Image(I, J + 1 , ffnum);

end

end

end

end

블록 이동 및 영상 조합에 대한 의사코드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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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fnum = 1:(fnum-1)

for I = 2:m

for J = 2:n

if Image(I, J, ffnum) == 0 & R(I, J) ~= 0

Image(I, J, ffnum) = Image(I -1 , J , ffnum);

end

end

end

end

for ffnum = 1:(fnum-1)

for I = m-2:-1:1

for J = n-2:-1:1

if Image(I, J, ffnum) == 0 & R(I, J) ~= 0

Image(I, J, ffnum) = Image(I + 1 , J , ffnum);

end

end

end

end

블록 이동 및 영상 조합에 대한 의사코드b. (2)

그림 블록 이동 및 영상 조합에 대한 의사코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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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입체 영상 구현4

지금까지 단일 동영상의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얻어 입체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알고

리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입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단일 동영상.

에서 관심물체가 존재하는 프레임을 추출한다 이 실험에서는 관심물체가 존재하는 세 개.

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단일 동영상을 이용한다 여기서 첫 번째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간에 블록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평 수직 시차를 계산한다 시차 정보 맵에서 탐.․
색 윈도우의 가운데 픽셀을 이용하여 시차를 얻기 때문에 영상의 가장자리 부분은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차 정보 맵에서 값을 얻지 못.

한 부분은 옆 픽셀과 똑같은 색으로 채워 각 프레임에 해당하는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

을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운데에 속해 있는 프레임. t1은 다음 프레임 t2과 비교하여 시

차를 직접 구하지 않는다 처음과 마지막 프레임을 이용하여 얻어진 수평 수직 시차 값. ․
을 총 프레임 수에서 마지막 프레임을 제외한 프레임 수로 나누어 평균 시차 정보 값을

얻어 t1의 시차 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평균 시차 정보 값을 각각의 프레임에 적용하. ,

여 프레임마다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얻을 수 있다.

단일 동영상에서 관심물체가 존재하는 프레임을 추출하여 평균 시차 정보 값을 이용하

여 입체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은 그림 과 같다Block diagram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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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 동 영 상

처 음 ( t 0 ) 과 마 지 막 프 레 임 ( t 2 )  간 의
움 직 임 측 정

수 평 · 수 직 시 차 변 환

블 록 의 이 동 및
영 상 조 합

입 체 영 상 합 성

처 음 ( t 0 ) 과 다 음 ( t 1 )  프 레 임 의
입 체 영 상 용 이 미 지 쌍 획 득

그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입체 영상을 획득하는4.1 Block Diagram



- 34 -

본 실험에서 수평 수평 최소 최대 시차 값 총 프레임 수와 탐색 윈도우의 크기 값을, ,․
입력하여 결과 값을 얻는다 탐색 윈도우의 크기를 작게 하면 관심물체의 경계가 선명하.

지만 잡음에 약하다 반면 탐색 윈도우의 크기를 크게 하면 관심물체의 경계가 모호해지.

지만 잡음에는 강한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관심 물체의 추출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탐.

색 윈도우의 크기를 으로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최소 수평 시차 값 최대 수평 시차3 . 0,

값 최소 수직 시차 값 최대 수직 시차 값 총 프레임 수 으로 하였다30, 0, 5, 3 .

그림 는 세 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동영상을 이용하여 첫 프레임인4.2 t0와 마지막

프레임 t2를 비교하여 시차 정보 맵을 구현하는 방법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차 정보 맵은 수평 시차 정보 맵 수직 시차 정보 맵과 블록 단위 시차 맵이다 블록, .

단위 시차 맵은 수평 시차와 수직 시차를 조합하여 얻어진 값을 표현한 것이다.



- 35 -

시 차 정 보 맵

그림 시차 정보 맵 구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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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평 시차 정보 맵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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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직 시차 정보 맵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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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블록 단위 시차 맵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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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프레임 t0와 마지막 프레임 t2를 비교하여 수평 시차와 수직 시차 값을 얻는다 이.

때 얻어진 수평 수직 시차를 조합하여 블록 단위 시차 값을 얻는다 여기서 얻어진 블.․
록 단위 시차 값은 잡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값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앙 필

터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각각의 프레임에 적용할 시차 값은 블록 단위 시차 값에.

총 프레임 수에서 마지막 프레임을 제외한 프레임 수로 나누어 평균 시차 정보 값을 얻

는다 평균 시차 정보 값으로 각각의 원 영상에서 블록 단위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여.

세 단계로 이루어진 블록 조합을 한다 그리하여 처음 프레임. t0와 다음 프레임 t1의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얻을 수 있다.

그림 과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원 영상4.6 4.7 t0와 t1의 입체 영

상용 이미지 쌍을 획득한 결과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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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영상

b. to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

그림 4.6 to 영상 및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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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1 영상

b. t1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

그림 4.7 t1 영상 및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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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5

최근 여러 장의 참조 영상을 이용하여 입체 영상을 구현하기 보다는 한 장의 영

상을 이용하는 기법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여러 장을 참조하여 입체 영상을 구현.

할 경우 한 장을 참조하여 구현하는 경우보다 처리 속도 면에서 뒤쳐진다 또한 한.

장의 참조 영상으로부터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구현할 경우 깊이 정보를 추출

의 어려움 및 픽셀의 대응 관계에서 여러 픽셀이 한 픽셀로 대응되거나 빈 픽셀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동영상으로부터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얻어 입체 동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획득하기 위하여 먼저 단일 동영상에서

관심물체가 존재하는 시작과 끝 프레임을 추출한다 추출한 프레임 간의 움직임 벡.

터를 측정한다 이에 각각의 블록에 대한 벡터 계산을 한 후 총 프레임 수에서 마.

지막 프레임을 제외한 프레임 수로 나누어 평균 시차 정보 값을 얻는다 각각의 블.

록은 평균 시차 정보 값을 이용하여 원 영상에서 영상 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 각각의 이동하는 블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각 블록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각 프레임의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얻을 수 있다 이에. 3D

뷰어를 이용하여 입체감을 갖는 영상을 느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평균 시차 값이 존재하는 단일 동영상으로부터

각 프레임 간의 시차를 구하여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구현하는 방법보다 관심

물체가 존재하는 시작과 끝 프레임 간의 시차 정보를 이용하여 입체 영상용 이미

지 쌍을 구현함으로서 입체처리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단일 영상으로만 존재.

하였던 기록을 입체 영상으로 구현함으로서 더욱 현실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두 대 이상의 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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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 과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 영상에서는 참조하는 영상에 비하여

관심물체 획득과정에서 물체의 표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을 관심 물체의 표면

상태를 정밀하게 획득해야 할 것이다 최대 시차 값을 부여함으로서 가장자리에는.

매칭점을 못 찾고 검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평균 시차 값이 존재하는 단일 동영상의 경우 시차 정보 값

을 획득하는 처리 시간이 빠르지만 시차 정보 값이 균등하지 않는 동영상의 경우

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차 값이 존재하는 동영상에 관하여 시차.

정보값을 획득하는 처리 시간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입체 영상용 이미지 쌍을 획

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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