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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증감방송

3차원 실감방송 서비스를 위한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및 재현 기술
□ 호요성, 이은경 / 광주과학기술원 실감방송연구센터

Ⅰ. 서 론

도에 디지털 위성방송이 개시된 이후에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초고속 네트워크

일부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화했으며, 현재는 디지

가 널리 사용되고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대형 스크린과 입

는 모든 방송시스템을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체 음향기기를 갖는 고성능 텔레비전을 통해 영화

형태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어느 때보

관에서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영상전화

다도 디지털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를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통화할 수

과거부터 현재까지 방송과 기술의 발전 추세를

있다. 또한, 초고속 네트워크가 가정에 있는 고성능

살펴보면, 방송은 좀더 실감나는 장면을 제공하는

PC에 연결이 되고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청자에게 현실감 있는

함에 따라, 3차원 게임과 같은 다차원 정보를 이용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흑백 TV에서 아날로

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들이 출현하고 있다. 디

그 컬러 TV로, 아날로그 컬러 TV에서 디지털

지털 시대의 핵심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디

HDTV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방송용 디스플레이

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에 있

기술과 입체 음향기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여, 고품질의 오디오와 비디오로 제작한 방송 콘텐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IT연구센터(ITRC)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NIPA-2011-(C1090-11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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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안방에서 편안히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3차

재현하는 각 단계의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원 디스플레이 장치는 시청자의 시점 방향에 대응

3차원 실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

하는 장면을 재현하여 마치 시청자가 그 장면 안에

의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 영상 획득 단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획득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해 다시점 콘텐츠를 생

또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현하고 처리하

성하고 부호화하는 단계, 그리고 생성한 다시점 콘

는 기술이 발달하여 방송 기술의 발전 추세가 단순히

텐츠를 통해 실감나는 3차원 서비스를 재현하는 각

시청자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단방향 형태

단계를 설명한다.

에서 데이터 방송이나 실감방송처럼 시청자가 정보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3차원

를 선택하여 재창조할 수 있는 양방향 또는 대화형

실감미디어 획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

방송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의 발전 추세

는 다시점 비디오를 이용해 실감콘텐츠를 생성하는

에 맞춰 차세대 방송은 시청자가 실제의 장면과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각각 최근

한 방송 콘텐츠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고품질의 방

진행되고 있는 3차원 비디오 부호화 기술의 연구

송 콘텐츠를 서비스할 것이다[1]. 게다가, 차세대 방

동향과 현재 MPEG 그룹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송은 시청자가 방송 콘텐츠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기술 및 자유시점 재현 기술을 설명한다.

참여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기술도 함께 제공할 것
이다. 최근 국제 표준화 그룹인 Moving Picture
Experts Group(MPEG)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3차원

Ⅱ. 3차원 실감미디어 획득

비디오 시스템을 정의하고, 그 입력 데이터의 효율적
인 압축 방법을 제시하는 3차원 비디오 부호화의 국

3차원 실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제 표준화 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활발

의 실감미디어를 획득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

히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4].

다. 실감미디어 획득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카메

3차원 영화 아바타의 성공 이후로 전문가들뿐만

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실감나는 3차원 서비

아니라 일반인들도 3차원 기술과 콘텐츠에 관심을

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여러 시점에서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기

영상을 획득하고 획득한 영상을 이용해 깊이 정보

관과 대학에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3차원 실감

를 생성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콘텐츠 생성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3차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 그리

원 TV나 3차원 모바일 장치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

고 다시점 깊이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 고품질의

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 즐길 수 있

다시점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과 각 시스템의 특징

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3차원 분야의 현재 상황

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다. 이러한 3차원 콘텐츠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3차원 콘텐츠 개발이 시급

1.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

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감나는 3차원 서비
스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를 생성하여 부호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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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

태의 카메라 시스템이 제안되었다[5]. <그림 1>은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을 보여준다.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은 3차원 장면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시에
획득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다.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은 1차원 평행 배열의 다시점 카메라 10대로
이루어진다. 각 카메라는 비디오 저장 보드가 갖추
어진 PC와 연결된다. 또한, 동기화 신호 재생기가
모든 카메라에 연결되어 동기화 신호를 연속적으로
보낸다. <표 1>은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고, <그림 2>는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을 이

<그림 2>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 획득한 영상: Newspaper

용해 획득한 테스트 영상인 Newspaper이다. 다시
점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영상을 이용해 자
연스러운 시점 생성을 하려면 별도의 깊이 정보 생

성 과정이 필요하며 기존의 Belief Propagation
(BP)이나 Graph cut 등의 다양한 깊이 생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표 1>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 구성

장치
다시점 카메라: 10대
(Point Grey Flea)

상세정보
출력형식

NTSC / PAL (16:9)

해상도

1024 (h) × 768 (v)

프레임률

30 frames/sec.

2.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이 단순히 3차원 장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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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

한 여러 시점의 비디오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림 4>는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었다면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은 다시점 카메라 시

다시점 영상과 깊이 영상을 보여주고, <표 2>는 복

스템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시점 생성을

합형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깊이 정보 생성이다.

깊이 카메라의 깊이 정보 측정 거리는 약 0.5~7m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깊이 영상을

이다. 그러나 실제 응용에서 측정 가능한 깊이 정보

생성하기 위해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과 깊이 카메

측정 거리는 보통 약 2~4m 정도이다. 더욱이, 깊

라를 하나로 결합한 형태의 카메라 시스템이다[6].

이 정보 측정 거리를 넓게 하면 할수록 깊이 정보의

<그림 3>은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
다.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은 다시점 카메라에서는
다시점 영상을 획득하고 깊이 카메라로부터는 깊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은 깊이 카메라에서 획득
한 깊이 정보를 초기 깊이 값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하기 때문에 텍스처가
없는 영역(textureless)이나 폐색 영역(occlusion
regions)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또한 초기 깊이 정보를 통해 검색 범위를 줄일
수 있어 기존의 깊이 생성 방법보다 빠른 시간 안에
깊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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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가 떨어진다.

임마다 5시점의 다시점 영상과 3시점의 깊이 영상
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7]. <표 3>은 다시점 깊
이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다시점 깊이

<표 2>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 구성

장치
다시점 카메라

깊이 카메라

동기화 신호 재생기

상세정보
출력형식

NTSC / PAL (16:9)

해상도

1920 (h) × 1080 (v)

깊이 범위

0.5 ∼ 7.0 m

시야각

43.6° (h) x 34.6° (v)

출력 양식

NTSC / PAL (4:3)

해상도

720 (h) × 486 (v)

출력 형식

SD / HD 비디오 생성

카메라 시스템은 다시점 카메라, 깊이 카메라, 동기
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깊이 카메라의 깊이 정보
측정 거리는 약 0.5~5m이다.

<표 3> 다시점 깊이 카메라 시스템 구성

장치
다시점 카메라

3. 다시점 깊이 카메라 시스템
다시점 깊이 카메라 시스템은 여러 대의 깊이 카

깊이 카메라

동기화 신호 재생기

상세정보
출력형식

NTSC / PAL (16:9)

해상도

1920 (h) × 1080 (v)

깊이 범위

0.5 ∼ 5.0 m

시야각

43.6° (h) x 34.6° (v)

출력 양식

NTSC / PAL (4:3)

해상도

176 (h) × 144 (v)

출력 형식

SD / HD 비디오 생성

메라를 이용해 깊이 영상 생성 속도도 향상 시키고
깊이 정확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
다. 각기 다른 주파수를 가진 깊이 카메라를 이용해
동시에 다른 시점의 깊이 영상 획득이 가능한 시스

Ⅲ. 3차원 실감미디어 생성

템이다. <그림 5>는 다시점 깊이 카메라 시스템과
그 구성을 보여준다. 다시점 깊이 카메라 시스템은

1. 전처리 과정

5대의 고해상도 다시점 카메라와 3대의 저해상도
깊이 카메라를 하나로 결합한 시스템으로 매 프레

3차원 실감미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

<그림 5> 다시점 깊이 카메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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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점 카메라와 깊

정렬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에도 변이가 존재하게

이 카메라를 이용해 다시점 영상과 깊이 영상을 획

된다. 다시점 영상 간에 존재하는 수직 변이를 제거

득한 후,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전처리 과정은 크

하기 위해 최적의 기준선을 정의하고, 2차원 변환

게 카메라 보정, 영상 정렬, 다시점 색상보정, 그리

과정을 통해 카메라의 방향을 보정하는 영상 정렬

고 렌즈왜곡 보정으로 나눈다. 카메라 보정은 다시

방법을 적용하였다[9]. <그림 6>은 영상 정렬을 적

점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의 내부 및 외부 인자를 찾

용한 결과 영상이다.

는 과정이다[8]. 카메라 보정을 통해 깊이 카메라와

모든 다시점 영상을 정렬한 후, 다시점 영상 보정

다시점 카메라의 내부 행렬 Ks, Kh 회전 행렬 Rs, Rh

을 통해 다시점 영상 간의 색상 특성을 균일하게 한

이동 행렬 ts, th을 추정한 후, 각 카메라에 대한 투

다. 동일한 기종의 카메라로 다시점 영상을 획득한다

영 행렬인 Ps, Ph을 계산한다[9]. 식 (1)과 식(2)는 계

하더라도 각 카메라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각

산한 투영 행렬을 각각 보여준다.

각 다른 색상 특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획득한 시
점 간의 색상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다시점 영
(1)

상 간의 색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의 기본이
되는 색상 참조표를 만들고, 이 참조표에 획득한 다

(2)

시점 영상의 색상을 매핑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점 영
상의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10].

카메라를 보정한 뒤에는 영상 정렬을 통해서 다

일반적으로 깊이 카메라는 획득하고자 하는 장면

시점 영상 사이의 수직 변이가 일치하도록 교정한

의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 즉, 물체의 움직임

다. 다시점 영상을 이용해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하

이나 물체의 색에 따라 같은 거리에서 깊이 정보를

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카메라의 수직 위치가 동일

획득한다 하더라도 획득되는 값이 다르다. 이러한

하다는 가정 하에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영상 획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득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과정에서는 모든 카메라는 사람에 의해 수동으로

일정 거리마다 깊이 정보를 획득하여 획득한 깊이

<그림 6> 다시점 영상 정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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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실제 깊이 정보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보정

변이, 그리고 Z(px, py)는 구하고자 하는 실제 깊이

곡선을 생성하고, 깊이 카메라의 깊이 측정 특성을

정보이다. 이 깊이 정보가 실제 획득한 깊이 영상에

분석하여 깊이 영상을 보정한다. <그림 7>은 깊이

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상적

영상 보정을 위한 보정 패턴 영상 획득 방법과 실

으로 계산을 통해 구한 실제 깊이 정보와 깊이 카메

제 획득한 보정 패턴 영상이다. 일정 거리마다 보

라를 통해 획득한 깊이 정보는 선형 관계를 가져야

정 패턴 영상을 획득하고, 실제 거리와 깊이 카메

한다. <그림 8>은 획득한 깊이 영상을 이용해 실제

라를 통해 획득한 거리 정보를 분석하여 깊이 카메

거리와 획득한 깊이 영상 간의 관계를 정의한 보정

라가 가지고 있는 깊이 왜곡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곡선을 이용해 보정한 결과이다. 그래프의 x축은 깊

보정한다.

이 카메라를 이용해 획득한 깊이 정보이고, y축은

깊이 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획득한 모든 패

획득한 보정 패턴 영상을 통해 계산한 실제 거리 정

턴에서 상응하는 교차점의 위치를 추출한다. 모든

보이다. 획득한 깊이 영상을 이용해 정확한 깊이 영

패턴 영상은 이미 영상 평활화를 거친 영상이기 때
문에 모든 교차점은 수평 방향으로만 변이를 갖는
다. 시점이 다른 두 대의 카메라에서 획득한 패턴의
교차점 사이의 변이 정보는 아래 식을 통해서 실제
깊이 정보로 변환이 가능하다.
(3)

우리는 카메라 보정을 통해 모든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여기서 f는 카메라 초점거
리, B는 카메라 간의 거리, Dh(px, py)는 교차점 간의

<그림 8> 획득한 깊이 영상의 깊이 보정

<그림 7> 깊이 영상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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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3차원 비디오 생성을
수행하기 전에 각 깊이 카메라가 가지는 왜곡 특성
을 분석하고,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9>는 생성한 보정 곡선을 이용해 획득한 깊
이 영상을 보정한 결과 영상이다.

<그림 10> 카메라 특성에 의한 영상 왜곡

곡(radial distortion)이라고 한다. 렌즈왜곡은 디지
털 영상 처리 전반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장애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
<그림 9> 보정곡선을 이용하여 보정한 깊이 영상

하다.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의 경우, 카메라 보정과 깊

다음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은 렌즈왜곡 보정 단

이 보정 같은 상응점을 이용한 과정이 존재하기 때

계이다. 깊이 카메라의 경우, <그림 10>에서 보는

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일반

것처럼, 카메라 영상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적으로 렌즈왜곡은 원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있다. 카메라를 사용하여 장면을 촬영할 때, 실제의

원형 렌즈왜곡(lens radial distortion)이라고 부른

장면에서는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는 물체가 촬영된

다. 이러한 렌즈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먼저 왜곡

영상에서는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렌즈왜

된 성분 추출을 위한 격자무늬 패턴 영상을 촬영한

<그림 11> 카메라 왜곡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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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추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왜

식 (4)과 식 (5)를 이용하여, 가운데 깊이 카메라의

곡과 관련된 변수들을 구하여 왜곡이 발생한 영상

회전 행렬 Rs를 단위 행렬 I로, 이동 행렬 ts를 영행

을 보정하면 <그림 11>과 같이 보정된 영상을 구할

렬 O으로 변환한다.

수 있다. 영상의 변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홀 영
역은 주변 값들의 평균을 취하여 채운다.

(4)

2. 3차원 실감미디어 생성을 위한 다시점

(5)

깊이 영상 생성 기술
그런 다음, 가운데 깊이 카메라의 회전 행렬 Rs
앞서 소개한 것처럼 획득한 다시점 영상을 이용

의 역행렬 Rs-1 를 각 다시점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

해 깊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의 회전행렬 Rh에 곱하고, 식 (7)을 이용해 깊이 카

로 나눌 수 있다. 초기 깊이 정보 없이 일반적인 스

메라의 이동 행렬 ts를 각 다시점 카메라와 깊이 카

테레오 정합 방법을 이용해 깊이 영상을 생성하는

메라의 이동 행렬 th에서 빼준다. 결과적으로, 가운

방법과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이나 다시점 깊이 카

데 깊이 카메라에 대한 나머지 다시점 카메라의

메라 시스템과 같이 초기 깊이 정보가 주어진 상태

상대적 위치인 회전 행렬 Rh’과 이동 행렬 th’를 결

에서 깊이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본 장에서는

정한다.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이나 다시점 깊이 카메라 시
스템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

(6)

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두 시스템의 특징은 깊이 카메라에서 획득한 깊

(7)

이 정보를 다시점 영상의 초기 깊이 정보로 간주한
다는 것이다. 다시점 영상의 색상 정보와 상응하는

(8)

깊이 정보를 정합하기 위해 다시점 카메라와 깊이
카메라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정의하는 상대적 카

(9)

메라 보정(relative camera calibration)이 필요하
다. 결과적으로 다시점 깊이 카메라와 다시점 카메

마지막으로, 깊이 카메라의 색상 영상의 화소

라의 투영 행렬을 다음과 같이 얻는다. 식 (1)과 식

위치(psx, psy)와 상응하는 깊이 영상의 화소값이

(2)에서 정의한 것처럼 Ks, Rs, ts는 다시점 깊이 카메

Ds(psx, psy)일 때, 3차원 화소 ps=(psx, psy, Ds(psx, psy))

라의 내부 및 외부 인수 행렬이고, Kh, Rh, th는 다시

를 식 (8)을 이용해 계산한 투영 행렬 Ph’을 이용하

점 카메라의 내부 및 외부 인수 행렬이다. 깊이 카

여 식 (9)와 같이 3차원 워핑을 수행한다. 여기서

메라와 좌측 카메라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계산

ph= (phx, phy, y, 1)는 ps에 상응하는 다시점 영상의

하기 위해, 가운데 깊이 카메라의 위치를 기준으로

위치 정보 (phx, phy)를 나타낸다. 또한, ph에서의 깊

나머지 카메라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한다. 먼저,

이 정보 Dh(psh, psh)는 식 (10)과 같다. <그림 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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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차원 워핑을 이용해 생성한 초기 깊이 영상

3차원 워핑을 통해 얻어진 초기 깊이 영상을 보여

<그림 13> 세그먼트 기반 스테레오 정합

준다.
(10)

정합을 수행하여 깊이 영상을 생성한다. 색상 분할
된 세그먼트를 3차원 워핑을 통해 시점 변화에 따

깊이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세그먼

른 형태를 예측하고, 예측된 세그먼트를 이용해 주

트 기반의 스테레오 정합 방법을 소개한다. 다시점

변영역을 탐색한다. 그러나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영상을 분할하기 위해 mean-shift 기반의 색상 분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할 때, 세그먼트의 크기가 너

할 방법을 이용하여 다시점 영상을 색상 분할한다

무 크면 하나의 세그먼트가 하나의 깊이 값으로 정

[11]. <그림 13>은 mean-shift 방법을 이용해 색상

의되기 때문에 최소 128화소 이상, 최대 256화소

영상을 분할한 결과이다. 깊이 영상을 생성하기 위

이내의 크기로 세그먼트 크기를 재정의한다. <그림

해 3차원 워핑된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한 스테레오

14>는 분할한 세그먼트를 블록 단위로 재정의하는

<그림 14> 색상 분할 기반의 스테레오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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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분할

이 값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환경은 연속적인 깊이

한 세그먼트를 다시 16×16 크기의 블록 단위로 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눈다. 그리고 나누어진 블록 내에서 각 세그먼트의

위해 복합형 카메라 시스템과 다시점 깊이 카메라

크기를 분석한다. 그림에서처럼 블록 (i, j) 안에는 3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깊이 정제 함수를 정의하고

개의 색상분할 조각이 존재한다. 이 색상분할 조각

이를 이용해 깊이 영상을 정제한다[12]. 깊이 카메

이 미리 정의한 임계크기보다 크면 이는 하나의 색

라를 통해 획득한 깊이정보를 변이 정보로 변환하

상분할 조각으로 정의되지만, 만약 색상분할 조각

여 깊이 정제를 적용할 검색 영역을 결정하고 깊이

이 임계크기보다 작을 경우, 주변 인접한 블록을 탐

영상을 정제한다.

색하여 같은 색상 조각을 찾아 두 개의 조각을 하나
의 색상 조각으로 병합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전체
영상에 적용하여 블록 단위 색상분할 영상으로 재

Ⅳ. 3차원 실감미디어 부호화

정의한다[12].
색상 분할을 기반으로 한 스테레오 정합에서 일

1.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반 자연 영상은 비슷한 변이를 가지는 영역으로 분
할되고, 세그먼트는 하나의 변이를 가진다고 가정

3차원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시점 비

한다. 각 세그먼트에 초기 변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디오의 표준화 필요성이 인지되고 이에 따라

우선 이전 장에 소개한 변이와 깊이 변환 식 (3)을

MPEG에서는 다시점 부호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이용해 초기 깊이 영상의 깊이 정보를 변환한다.

들이 진행되었다. 이를 다시점 부호화(Multi-view
Video Coding, MVC)라 한다. 다시점 비디오 부호
(11)

화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면서 2004년 8월에 다시
점 비디오 테스트 영상이 제공되었고, 이어 2004년

세그먼트 si의 초기 변이 d(si)는 식 (11)과 같이, 세

10월에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에 대한 Call for

그먼트 si가 포함하고 있는 영역에 존재하는 초기

Evidence가 발표되었다. 이어 2005년 8월에 제안

깊이 정보의 평균값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n(A(si))

요청서(Call for Proposals)를 배포하여 여러 기술

는 세그먼트 si에 포함된 초기 깊이 영상 영역 A(si)

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14]. 2006년 7월에

의 화소 수이고, dj(A(si))는 초기 깊이 영상 영역

MVC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JVT(Joint Video

A(si)에 있는 j번째 변이이다. 각 세그먼트의 변이를

Team)에서 수행하게 되었고 현재 표준화가 일부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워핑된 세그

마무리되었다.

먼트를 참조영상의 초기 변이 위치를 기반으로 주

다시점 비디오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다

변영역을 탐색하여 MAD가 최소가 되는 변이를 계

시점 영상을 획득하고 전송하면 수신단에서 여러

산하여 초기 깊이 영상을 생성한다.

가지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맞게 다양한 형태

색상분할에 기반한 스테레오 정합 방법으로 깊이

로 2차원 또는 3차원 영상을 재현하는 시스템이다.

정보를 획득할 경우, 하나의 세그먼트는 하나의 변

시청자는 다시점 비디오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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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다시점 비디오 시스템

시점의 영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의 영상을 압축하는데, 이미 복원된 S0 시점의 영상

위치의 여러 중간시점의 영상을 생성하여 보다 자

과 S2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예측 부호화한다. 최

연스러운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

근 이러한 기술을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의 기준 소

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시점 비디오 데이터를

프트웨어인 JMVC(Joint Multiview Video Coding)

부호화하는 효율적인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이

4.0에 구현하여 배포했다[15].

개발되어야 한다. <그림 15>는 일반적인 다시점 비
디오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이다.
현재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방법은 H.264/AVC
표준을 기반으로 인접 영상 간의 중복성을 제거하
여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6>은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에서 사용하는
계층적(bidirectional) B 화면과 시점 간 예측을 이
용한 예측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여덟 대(S0, S1,
..., S7)의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을 부호화할 경우
에, S0 시점의 영상은 기존의 영상을 압축하는 방법
과 같이 인접 시점의 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

<그림 16>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의 시공간 예측 구조

으로 부호화한다. S2 시점의 영상을 부호화하는데,
이미 복원된 S0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예측 부호

2. 3차원 비디오 부호화

화한다. <그림 3>에서 S2T0와 S2T8의 영상은 S0T0와
S0T8 시점을 각각 참조하여 부호화한다. 또 S1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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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다시점 비디오를 부호

한 경우 함께 전송된 깊이 영상을 통해 현재 존재하

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비

는 시점 사이의 중간 시점이나 임의 시점 영상을 합

롯하여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 3차원 비디오 시스

성하여 재현할 수도 있다. MPEG에서는 효율적인

템을 구성한다. 3차원 비디오 시스템은 다시점 비

3차원 비디오 부호와, 실험 영상 제작, 중간시점 합

디오 부호화뿐만 아니라 다시점 깊이 영상 획득, 다

성 등 3차원 비디오 시스템 구현을 위한 각 단계의

시점 영상 전처리, 3차원 데이터 부호화 및 전송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논의가

리고 3차원 영상 재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진행되고 있다.

림 17>은 MPEG에서 제안한 3차원 비디오 시스템
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스테레오 카메라, 깊이
카메라, 2D/3D 변환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

Ⅴ. 3차원 실감미디어 재현

영상이 3차원 비디오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입력된 다시점 비디오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방

1. 자유시점 영상 생성 기술

법을 이용해 압축된다. 전송되는 비디오는 N 시점
의 다시점 비디오와 깊이 영상이다.

자유시점 영상 생성이란 시청자가 원하는 시점을

수신단에서는 전송된 다시점 비디오와 깊이 영상

선택하고 디스플레이에서는 시청자가 선택한 영상

을 깊이 영상 기반 렌더링 방법(Depth-Image-

이 재현되는 시나리오의 실감미디어 재현 기술이

Based Rendering)을 이용해 각 디스플레이 장치에

다.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모두 재현하기 위해서

맞는 다시점 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 일반적인 2차

는 원하는 시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원 디스플레이 장치부터 3차원 스테레오 디스플레

하지만 원하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처리하기

이, 다시점 3차원 디스플레이 등 재현 장치는 여러

위해서는 그 정보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3차원

가지 방법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장치

실감미디어에서는 다시점 비디오와 깊이 영상을 이

의 성능에 따라 전송된 시점보다 많은 시점이 필요

용해 원하는 시점을 생성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시청자가 원하는 시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시점 영상, 깊이 영상 그리고 각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이 정보를 이용해 원
하는 시점으로 3차원 워핑을 수행하여 임의의 시점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3차원 워핑은 <그림 18>에
서 보인 것처럼 각 다시점 영상의 깊이 정보를 3차
원 공간상으로 투영을 하고 다시 생성하고자 하는
시점 위치로 재투영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3차원 워핑을 수행하면 현재 시점에서 보이지 않았
던 영역이 3차원 워핑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그림 17> 3차원 비디오 시스템의 기본구조

영역을 비폐색 영역(disocclusion regions)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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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영역은 빈 영역(hole)으로 남게 되며 빈

영상을 합성한 결과이고, <그림 19(b)>는 우영상만

영역을 채우는 방법이 자유시점 생성의 핵심 기술

을 이용해 중간시점 영상을 합성한 결과이다. 그림

이라 할 수 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성결과의 좌, 우에 빈 영
역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그림 19(a)>에 빈 영역이 <그림
19(b)> 합성 결과에 있고, <그림 19(b)>에 빈 영역이
<그림 19(a)>의 결과에 존재한다. 다시점 영상을 이
용한 시점합성에서는 양쪽 시점을 모두 이용하여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한다. <그림 19(c)>는 두 시점
영상을 이용해 생성한 합성 결과이다. 시점 합성 외
에도 깊이 영상의 깊이 값이 부정확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한 경계부분 처리 방법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7].

<그림 18> 가상시점 영상 합성 방법

2. 계층적 깊이 영상을 이용한 실감미디어
<그림 18>은 가상시점 영상을 합성하는 과정을

생성

보여준다. 그림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점
이동에 의해 빈 영역이 발생한 결과이다. 다시점 영

MPEG에서 진행되고 있는 3차원 비디오 시스템

상은 현재 워핑을 수행한 영상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은 다시점 비디오와 깊이 영상을 이용해 중간시점

다른 시점의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빈 영

을 생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9>는 이러한 주

시점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부호화해야 하는 데이

변 다른 시점 영상을 이용해 중간 시점을 합성한 결

터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를 보여준다. <그림 19(a)>는 좌영상만을 이용해

Philips에서는 부호화할 데이터량을 줄여 부호화

(a) 좌영상만 이용한 합성영상
<그림 19> 중간시점 영상 합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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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앙시점의 색차영상

(b) 중앙시점의 깊이 영상

(c) 감춰진 색차영상

(d) 감춰진 깊이 영상

<그림 20> 계층적 깊이 비디오(Layered Depth Video) 데이터 구성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층적 깊이비디오

Ⅵ. 맺음말

(Layered Depth Video, LDV)를 제안하였다.
LDV는 가운데 시점으로 모든 영상을 3차원 워핑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실감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시

을 수행해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고 새로 드러나는

점 콘텐츠 생성, 부호화 그리고 재현하는 최근 기술에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다시점 입력 영상을 재정의하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시점 카메라 시스템, 복

는 방법이다. <그림 20>은 LDV 구조를 이용해 정의

합형 카메라 시스템, 다시점 깊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한 입력영상을 보인 것이다. 다시점 비디오에서 중앙

부터 다시점 실감미디어를 획득하고, 획득한 실감미

에 위치하는 시점의 영상을 <그림 20(a)>의 중앙 시

디어를 이용해 고품질의 다시점 깊이 영상을 생성한

점의 색차 영상으로 지정하고, 그 시점에 상응하는

다. 생성된 다시점 비디오와 깊이 영상을 고속 및 고

깊이 영상을 <그림 20(b)>의 데이터로 지정한다. 그

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한 후, 다양한 형태의 3차

리고 <그림 20(c)>와 <그림 20(d)>는 3차원 워핑을

원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재현하면 사용자 상호작

통해 새로 드러나는 부분을 따로 정의하여 생성한 영

용이 가능한 실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호작용

상이다. LDV를 이용해 다시점 영상을 생성할 경우

을 지원하는 3차원 실감서비스는 시청자의 다양한 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방송으로 다양한 실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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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효과적으로 획득, 생성, 부호화, 재현하여 시

연구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병행하

청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

여 추진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보다 실감나

라서 차세대 방송과 관련된 요소 기술을 지속적으로

는 3차원 서비스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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