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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콘텐츠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는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 콘텐츠를 크기 변환 방법을 통해 다양한 3D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3D 주의 시각 모델을 바탕으로 관심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장면 전환을 기준으로 영상을 그룹화한 후, 동일 관심 영역 윈도를 적용시켜 이를 목표 디스플레이에 맞게 
크기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결과 영상이 보다 효율적으로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을 목표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 서론 

 

휘트스톤 경이 19 세기에 두 개의 그림을 통해 입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입체경 (stereoscope)를 발명한 이후, 입체 
영상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 등으로 크게 대중화되지 못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영화 아바타 (‘Avatar’, 2009)의 
전 세계적인 성공 이후, 3D 영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일어났고, 극장에서의 3D 영화 감상뿐만 아니라 3DTV 를 
통한 안방에서의 3D 콘텐츠의 감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3D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3D 동영상 콘텐츠의 대부분이 
영화나 고화질 텔레비전 (high definition television, 
HDTV)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류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탄생하게 된 
휴대폰이나, 타블렛 PC 등의 화면을 통해서는 3D 콘텐츠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고화질의 
콘텐츠를 해상도가 낮은 화면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맞춘 크기 변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기존의 2D 동영상과는 달리 깊이감 
인지, 시각 피로 등 여러 가지에 대해 고려를 해야 한다 [2].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3D 주의 시각 모델을 바탕으로 
설정된 관심 영역을 바탕으로 이를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 
콘텐츠에 적용하여, 목표 화면에 맞춘 관심 영역 윈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제안 모델 
2.1. 스테레오스코픽 3D 주의 시각 모델 

 
사람이 영상을 볼 때, 특별히 주의가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시각 정보를 얻는다는 

주의 시각 이론은 사람의 시각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 중의 하나이다 [3]. 이 주의 시각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이 영상을 볼 때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하는 영역을 
찾기 위한 연구가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주의 
시각 모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영상의 색상, 빛의 강도, 
지역적 방향 정보 등을 이용한 bottom-up 방법과 영상 
내용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top-down 방법으로 나뉜다. Itti 
등은 bottom-up 방법을 통해서 영상 분석을 위한 현격함 
지도 (saliency map)을 발표하였다 [3]. 하지만 bottom-up 
방법 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주의 영역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top-down 방법 또는 이 두 방법을 결합하여 주의 시각 
모델을 계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4][5].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경우는 2D 영상과는 달리, 
깊이감 인지와 시각 피로 현상이라는 고려해야 할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D 영상을 위해 제안된 주의 
시각 모델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따라서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을 위한 주의 시각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격함 지도를 바탕으로 이에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에서 시청자들의 주의 끄는 사람이 표현된 부분을 피부 
검출 방법을 통해 결합하고 [6] [7], 이 결합된 2D 주의 시각 
모델에 시각 피로 현상을 고려한 깊이감 정보를 더하여 
스테레오스코픽 3D 주의 시각 모델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현격함 지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1) 

 
여기에서 N���̅, N���̅, N��̅� 는 각각 정규화된 강도, 색상, 지역
적 방향 정보를 뜻한다. 
또 여기에 피부색을 통한 사람이 표현된 부분의 검출을 통한 
2D 영상의 결합 모델, ���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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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1���				��� = 0��               (2) 
 

여기에서 ��  는 사람이 표현된 부분의 검출을 통한 top-down 
방식의 주의 시각 모델을 가리킨다.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경우, 깊이감 인지와 시각 
피로 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각 피로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자연 상태와 달리,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을 볼 때 초점조절 (accommodation)과 폭주 
(vergence)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현상이며, 과도한 입체감이 
표현될 때 발생하게 된다 [8].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지되는 깊이감 계산이 필요하고 이는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에서의 대응점들 간의 수평 방향 시차 (horizontal 
disparity)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입체감 또는 
깊이감이 표현되어야 사람의 시각 피로 현상이 나타나는 지는 
시청 환경과 시청자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을 찾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Lambooij 
등은 시각 피로 현상이 심도 (depth of field)와 관련 있다고 
제안하였고, Yano 등은 실험을 통하여 ±	2D이상을 벗어나면 
시각 피로 현상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9][10]. 본 
논문에서는 Lambooij 와 Yano 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각 
피로를 느끼지 않는 3D 시청 안정 영역 [11] (퍼시발의 
안정영역; PZC)을 설정하고, 이 영역의 3 배를 두 영상이 
하나로 융합되는 영역으로 정하여 이에 따른 깊이 정보를 
계산하였으며 [11], 깊이 정보에 대한 가중치, D 는 사람의 
비선형 깊이 인지 모델 [12]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
��
�
� 

1, �"# ≤ %& ≤ �"'
�1 − �)*
+,�∙
+, ��, ."# ≤ %& ≤ �"#	
�1 − �)*
+/�∙
+/

��, �"' ≤ %& ≤ ."'
0,%& < ."#	12	%& > ."'

�         (3) 

 

여기에서 %&는 수평방향의 시차, �"#과 �"'는 인지되는 깊이
감이 앞으로 나와 보이거나, 들어가 보이는 최대 범위, 그리고 ."#과 ."'는 두 영상이 하나로 융합되어 보이는 최대 범위를 
뜻한다. 

깊이 정보에 대한 가중치를 결합한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 S5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4) 
 
2.2. 관심 영역 윈도 설정 

 

2.1 절에서 계산한 스테레오스코픽 3D 주의 시각 모델을 
바탕으로 관심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문턱값을 정하고 이를 
통해 이진화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왼쪽과 
오른쪽 영상의 이진화 지도에 대한 설정 좌표가 서로 다를 
경우, 기하학적 3D 왜곡과 잘못된 깊이감 인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영역의 좌표 설정을 위해서 두 
영상의 이진화 지도를 결합하였다. 결합된 이진화 지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7� = �1, 8.9�6, 7� = 1	12	.:�6, 7� = 1;0,																										81<ℎ>2?6@>; �      (5) 
 

여기에서 .9 , .:  은 각각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에 대한 
이진화 지도를 의미한다. 

결합된 이진화 지도를 바탕으로 관심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초기 관심 영역 윈도, OB  설정 및 윈도의 최 외각 
좌표는 다음과 같다. 

�C = 81�, 	1�, 1D	, 1E;                (6) 
 

���
� 1� = argI6JK{.��6, 7� = 1}1� = argINOK{.��6, 7� = 1}1D = argI6JP{.��6, 7� = 1}1E = argINOP{.��6, 7� = 1}

�            (7) 
 

 

그림 1. 시청 안정 영역을 고려한 깊이 정보 계산. 

 

여기에서 �� , �� , �D , �E  은 각각 초기 관심 영역 윈도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의 최 외각 좌표를 뜻한다.  

 

2.3. 동영상 콘텐츠를 위한 확장 
 

스테레오스코픽 정지 영상 크기 변환을 위한 관심 영역 
윈도 설정 시, 초기 관심 영역 설정 결과 값을 이용하여 목표 
디스플레이에 맞추면 되지만,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더 있다. 바로 화면마다 관심 영역 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 영역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동영상 
콘텐츠를 장면 전환을 기준으로 여러 그룹의 동영상을 나누어 
묶고, 같은 그룹의 동영상에서는 동일한 관심 영역 윈도를 
갖도록 설정하여, 이러한 화면 영역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장면 전환을 검출하는 방법은 두 
영상 사이의 차분 영상을 이용하여, 이들의 색상, 밝기, 
움직임의 변화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13], 완벽한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수동으로 장면 전환을 찾고, 이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동영상 그룹에서 모든 화면의 관심 영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가장 큰 관심 영역 윈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를 동영상 콘텐츠에 확장, 적용 시켰다. 

 

2.4. 영상을 목표 디스플레이에 맞추기 
 

초기 관심 영역 윈도 설정과 이를 동영상 콘텐츠로 확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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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영역 윈도 설정을 목표 디스플레이에
관심 영역 윈도가 목표 디스플레이의 가로
비율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로:세로 비율과 동일해지도록 초기 관심
확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관심영역 
좌표들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O = 81� − Q ∙ R, 1� S �1 −1D − T ∙ O, 1E S �1 −�x, y� = argI6J�W∙X�{�YZ*Y[�	�Y\*Y]�	
[�1E − 1D� S O ^ I_ , �1� − 1

 

여기에서 m, n은 목표 디스플레이의 가로와
미하며, α와 β는 관심 영역 윈도의 위치에0 ≤ α ≤ 1, 0 ≤ β ≤ 1 이며, 기본 값은 1/2
 

목표 디스플레이의 가로:세로 비율에
윈도를 설정한 다음, 목표 디스플레이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Lanczos
통하여 목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에 맞도록
방법을 이용하였다 [14]. 

 

3. 실험 
3.1. 실험환경 

 
실험을 위해서 HD 해상도

스테레오스코픽 동영상 콘텐츠 (300 프레임
농장’, ‘동물과 함께’,’라라라’를 사용하였다

 

 
(a)                         

그림 2. 관심 영역 윈도 설정: (a) 원본 
윈도 설정. 

 

HD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47 인치58.42	cm�  을 가정 하였고, 목표 디스플레이는
( 9.14 j 6.86cm )의 640 j 480  해상도를 
3D 디스플레이로 하였다. 또한 동영상
그룹 영상은 장면 전환을 기준으로 다음과

실험 콘텐츠 동영상
동굴 

귤 농장 
동물과 함께 

라라라 
 

3.2. 실험 결과 
 

그림 3 은 스테레오스코픽 3D 원본 

2012 년 

디스플레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가로:세로 비율과 동일한 

위해서 목표 디스플레이의 
관심 영역 윈도의 크기를 

 윈도, O 와 최 외각 

− Q� ∙ R, T� ∙ O;          (8) �	W�	X = lm
#m }         (9) 1�� S R ^ J_;. 

가로와 세로 해상도를 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1/2이다. 

비율에 맞춰 관심 영역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에 맞추는 

Lanczos-3 re-sampling 을 
맞도록 영상을 변환하는 

해상도 (1920x1080)의 
프레임) 4 종 – ‘동굴’, ‘귤 

사용하였다. 

   
                        (b) 

 영상; (b) 관심 영역 

인치 화 면 �104.14 j
디스플레이는 4.5 인치 

 가진 스테레오스코픽 
동영상 콘텐츠 변환을 위한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동영상 그룹 분리 
2 
4 
3 
3 

 영상 (1920x1080)을 

나타내고, 그림 4 는 단순한 크기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크기
것이다. 그림에서 보여주듯 제안한
원본 영상과 동일한 가로:세로
영역을 중심으로 영상에서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다양항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모델을 이용한 관심 영역 윈도를
위해 장면 전환을 기준으로 동영상을
영역 윈도를 적용시켜 변환하였다
목표 디스플레이에서 효율적으로
알 수 있다.  

 

(a)                     

               (c)                             (d)

그림 3. 실험 영상: (a) 동굴
(d)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크기 변경 방법을 사용한 결과와 
크기 변환을 한 결과를 비교한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결과물에서는 
세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심 

영상에서의 객체가 보다 크게 표현되어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 콘텐츠를 보다 
 볼 수 있도록 하는 크기 변환 

위해 스테레오스코픽 3D 주의 시각 
윈도를 설정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동영상을 그룹화하여 동일한 관심 

변환하였다.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이 
효율적으로 3D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음을 

  
                         (b) 

    
(c)                             (d) 

동굴; (b) 귤 농장; (c) 동물과 함께; 
(d) 라라라.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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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 4. 기존 방법 (왼쪽)과 제안 방법 (오른쪽)에 의한 
크기 변환 결과 비교: (a) 동굴; (b) 귤 농장; (c) 동물과 

함께; (d)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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