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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차원 동 상은 다양한 응용분야들에서 차세  콘텐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D-to-3D 변환은 3차원 

동 상의 시 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에 3차원 동 상 콘텐츠의 부족 상을 해결하기 한 강력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 으로 2D-to-3D 변환을 해서는 2차원 동 상 각 장면의 깊이 상을 추정/생성한 

후 깊이 상 기반 랜더링 (DIBR : Depth Image Based Rendering) 기술을 이용하여 스테 오 동 상을 

합성한다. 본 논문은 2차원 동 상 내 존재하는 다양한 변환 단서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깊이 융합 기법을 

제안한다. 우선, 알맞은 깊이 융합을 해 몇몇 단서가 재 장면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지 아닌 

지 검사된다. 그 후, 신뢰성 검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재 장면은 4개의 유형  하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

로 최종 깊이 상을 생성하기 해 신뢰할 수 있는 깊이 단서들을 조합하는 장면 응  깊이 융합이 수행

된다. 실험 결과를 통해 각각의 단서가 장면 유형에 따라 타당하게 활용되었고 최종 깊이 상이 재 장면

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단서들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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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video is regarded as the next generation contents in numerous applications. The 2D-to-3D 

video conversion technologies are strongly required to resolve a lack of 3D videos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o the full ripe 3D video era. In 2D-to-3D conversion methods, after the depth 

image of each scene in 2D video is estimated, stereoscopic video is synthesized using DIBR 

(Depth Image Based Rendering) technologies. This paper proposes a novel depth fusion algorithm 

that integrates multiple depth cues contained in 2D video to generate stereoscopic video. For the 

proper depth fusion, it is checked whether some cues are reliable or not in current scene.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liability tests, current scene is classified into one of 4 scene types and 

scene-adaptive depth fusion is applied to combine those reliable depth cues to generate the final 

depth information.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each depth cue is reasonably utilized according 

to scene types and final depth is generated by cues which can effectively represent the current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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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이 물체를 볼 때 좌안과 우안에 각각 다른 상

이 맺히게 되는 상을 양안 시차(binocular disparity)

라 하며, 뇌에서는 양안 시차가 있는 두 상을 종합

으로 단하여 입체감을 느끼게 된다. 스테 오 3D에

서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장면에 한 스테 오 상을 동시에 디스 이 함으

로써 시청자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D 디스 이 기술은 장면의 사실  인지를 가능  

하는 차세  디스 이 기술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

며, 그 응용분야 한 매우 방 할 것으로 상된다. 그

러나 3D 동 상 시 로의 완 한 진입을 해서는 

련 기술의 발  외에도 풍부한 3D 콘텐츠의 확보라는 

과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재의 상업용 3D 입

체 상은 주로 스테 오 카메라나 상편집 툴을 사용

하여 제작된다. 따라서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한 높은 

제작비용, 상 편집에 따른 제작 기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방송이나 화와 같은 상매체 시장

에서 2D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보다 보편 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3D 산업의 활성화를 해 기존의 

방 한 2D 콘텐츠를 높은 추가비용 없이 3D 콘텐츠로 

확보할 수 있는 [그림 2]의 2D-to-3D 변환 기술이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다.

그림 1. 스테레오 카메라에 의한 3차원 입체감 인지

그림 2. 2D-to-3D 변환에 의한 3차원 입체감 인지

사람은 양안시차 외에도 다양한 깊이 인식 요소를 통

해 입체감을 인지한다. 실제로 인간은 한쪽 만으로도 

입체감 즉, 재 치와 상들 간의 상 인 깊이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  하는 요인으로는 장면

의 기하학  구성, 폐색 구간, 객체의 크기나 질감, 인간

의 경험  사고, 객체의 흐릿한 정도, 객체의 움직임 등

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2D 상 내에 존재하며 이를 

3D 변환을 한 단안 단서(monocular cue)라 한다. 

2D-to-3D 변환 기술은 이러한 2D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깊이 단서를 추출하고 이로부터 각 역의 상

 깊이를 계산함으로써 스테 오 상을 생성하는 기

술이다. 련 기술의 상업  필요성으로 인해 재까지 

이에 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특정 하 나의 깊이 인식 단서를 해석함으로써 

3D로 변환하는 연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9]. 

하지만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양안 시차 는 움직임 

시차 등의 양안 단서 뿐 아니라 다양한 단안 깊이 단서

들의 복합  인식을 통해 입체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깊이 단서들의 효율 인 융합을 통한 깊이 추정

은 인간 시각 시스템의 깊이 인식 원리에 부합하는 우

수한 깊이 추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 하기 

한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 핵심 문제는 어떻게 몇몇의 

깊이 단서들을 효율 으로 선택하고 통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복수개의 깊이 단서로부터 개별 깊이 상을 생

성한 뒤 이들을 융합하여 최종 깊이를 생성하는 융합 

기반의 3D 변환 기법들이 발표되고 있다[9-11]. 하지만 

이들 알고리즘의 부분은 가  합 형태의 단순 융합 

구조를 따르고 있다. 가  합 형태의 융합 구조는 요소 

깊이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이 오류가 최종 깊이에 

그 로 반 된다는 단 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구조  단 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장면

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단서들의 통합과 신뢰할 수 없는 

단서들의 거부를 통한 응  깊이 융합 기법을 새로이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기존 연구의 문제 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

는 장면 응  깊이 융합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이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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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및 문제점

1. 개별 단서를 통한 접근법 
1.1 움직임 기반 접근법
동 상 내 동 객체들의 자동 분할  추 은 디지털 

상 분석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  하나이며, 실시간 

감시 시스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원격 탐사와 

같은 매우 범 한 응용분야를 가진다[1]. 2D-to-3D 

변환에서도 움직임 분석은 주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2D-to-3D 변환 기법들은 지연

상 기반의 기술들과 움직임 벡터 기반의 기술들로 분

류된다. 지연 상 기반의 기법들은 양얀 단서인 움직임 

시차를 활용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지연 상 기반의 

2D-to-3D 변환 기술들[2][3]은 2D 동 상에서 재

상과 시간지연 상을 좌 상과 우 상으로 결정하여 

3D 입체 상을 생성한다. 좌우 상의 선택은 카메라

와 객체의 운동유형을 분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 으로 카메라와 객체의 수평방향 운동만을 가정

하는 경우는 상이 수직운동을 포함할 때 객체의 변형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좌우 상 내 움직임의 일 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한 수직운동을 인식할 수 있

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 내 모든 객체의 운동을 한 방

향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상 내에서 서로 다른 움직임 

형태가 동시에 존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단안 단서 에 하나인 객체의 움직임과 양얀 

단서인 움직임 시차를 종합하여보면 결국 2D 동 상 

내에서 가까운 물체일수록 움직임 벡터가 크다는 결론

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움직임 벡터 기반의 2D-to-3D 변

환 기술들[4][5]은 이 가정을 기본으로 BMA(Block 

Matching Algorithm)나 feature tracking에 의한 움직

임 벡터를 이용한다. [5]에서는 움직임 정보의 추정을 

해 색상 분할과 KLT(Kanade-Lucas-Tomasi)라는 

특징 추 기를 이용하 고 카메라의 이동, 장면의 복잡

도, 추정된 움직임의 크기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disparity 정보를 구해 입체 상을 생성하 다. 이러한 

근법은 카메라 이동이 존재하지 않고 단일 객체가 움

직임을 가지는 경우나 객체의 움직임이 없고 카메라 이

동으로 인한 움직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수한 성능

을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움직임 벡터 기반의 기법에

서는 객체의 움직임 방향이 카메라 이동 방향과 같은 

경우나 객체들 간의 상이한 움직임 속도를 보일 경우에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객체와 카메라 움직임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D 변환을 한 어떠한 정

보도 얻을 수 없다.

1.2 초점 기반 접근법 
[그림 3]에서와 같이 상을 촬 할 때 한 부분에 

을 맞추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 으로 가까운 객체에 

을 집 시켜 선명하게 표 하고 먼 역일수록 흐

릿하게 표 된다. 특히 객체와 배경 경계부분에서 이러

한 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

보를 기반으로 한 깊이 추출[6][7]을 depth-from-focus 

는 depth-from- texture 라고 한다. 기본 개념은 카

메라로부터 가까운 역일수록 그 질감은 더욱 세 하

고 이 맞추어진 역 경계가 그 지 않은 경계보다 

날카롭다는 것이다. [6]에서는 연산자를 정의하여 

상의 각 역에서 정도를 계산한다. 연산자

의 종류에는 local scale 기반 연산, sobel mask 기반 연

산, 표 편차 기반 연산 등이 있다. 이러한 근법의 경

우 실제로 가까운 역에 을 맞추어 촬 한 상이

나 배경이 단조로운 상에서는 깊이 추출의 성능이 좋

지만, 상 체 으로 의 범 를 넓 서 촬 한 

상이나 복잡한 배경을 가지는 상에서는 성능이 

하된다.

그림 3. 초점정보에 의한 깊이인지

1.3 기하정보 기반 접근법
[그림 4]는 3D 변환을 해 2D 상 내 존재하는 기

하학  요소를 보여 다. 우선 하늘 역이 가장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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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상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카메라로부터의 깊이

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 내 존재하는 주 

직선들이 만나는 한 인 소실 (vanishing point)이 가

장 멀리 있고 그 을 지나는 직선들인 소실선

(vanishing lines)을 따라  가까워지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기하학  정보를 통한 근법[8][9]에서는 이

러한 단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깊이 추출을 

depth from geometric perspective 라고 한다. 

그림 4. 3D 입체 인지를 위한 2D 영상 내 기하학적 요소

[8]에서는 우선 입력 상의 색상정보를 통해 상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외부 상(outdoor)의 경우에

는 색상분할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늘 역

을 가장 멀리하고, 그 다음으로 산 역을 하늘보다는 

가까운 깊이이면서 땅 역보다는 먼 깊이로 할당하며, 

땅 역에 해서는 화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까운 깊

이를 할당한다. 기하정보를 갖는 외부 상(Outdoor 

with geometry)과 내부 상(Indoor)의 경우에는 상 

내의 소실 을 검출하여 그 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

까운 깊이를 할당한다. 단, 기하정보를 갖는 외부 상의 

경우에는 하늘 역의 깊이는 가장 멀리한다. 기하정보

를 이용한 2D-to-3D 변환기법들에서는 정의된 각 

역의 색상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첫 단계인 상

분류에서부터 오류를 가지게 된다. 실제 자연 상에서

는 하늘 는 산의 색상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색상정보를 일정한 범 로 한정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기하정보를 이용한 2D-to-3D 변환기법들의 

 다른 문제 으로는 소실 의 오검출로 인한 잘못된 

깊이 상 형성이 있다. 소실 의 오검출은 깊이 상의 

심각한 오류를 래한다. 화나 드라마 등에서 풍경을 

제외한 일반 인 자연 상의 경우 인물 는 주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소실 과 소실선들은 배경 역

을 기 으로 추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 객체들과 배

경 역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직선성분들은 올바른 소

실  검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2. 깊이 융합을 통한 접근법
깊이 융합을 통한 근법에서는 2D-to-3D 변환을 

해 한 가지 단서만을 이용하지 않고 몇몇의 단서를 함

께 활용하여 각각의 깊이 상을 생성한 후 융합 알고리

즘을 통해 최종 깊이 상을 추출한다. [10]에서는 기하

정보를 이용한 깊이 상과 움직임정보를 통해 추출한 

깊이 상을 합성하며, [11]에서는 추가 으로 질감정보

를 통한 깊이 상 한 이용한다. [12]에서는 몇몇 인

간의 시각  인지 특성을 이용하여 역 깊이 상과 

국부 깊이 상을 추정하여 융합한다. 역 깊이는 사

람이 어떠한 경을 바라볼 때 부분 아랫부분이 찰

자와 더 가깝다는 시각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국부 

깊이는 붉은 계통이나 밝은 색상이 푸른 계통이나 어두

운 색상보다 더 가까이 느껴지는 인간의 인지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단서 기반의 근법들은 오로지 하나의 단서에

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 단서가 가지는 가정이 만족하는 

제한된 경우에만 성공 으로 깊이 상을 추정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각각의 단서가 가지는 약 은 숨기고 장

은 살리기 해 최근의 3D 변환 기법들은 부분 깊

이 융합 기반 근법들이다. 하지만 장면 유형의 다양

성 때문에 각 단서에 의한 깊이 상들의 안정 인 융

합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12]의 공통 은 각 단

서의 깊이 상들에 한 가 치를 계산하는 가 치 기

반의 합성 알고리즘이라는 것이다. 이는 활용하는 단서

들  하나라도 깊이 맵이 올바르지 않게 형성된 경우 

매우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래한다. 한, 가 치 기반

의 깊이 융합의 경우 아무리 정확하게 가 치를 계산한

다 하더라고 기본 으로는 깊이 맵들의 합 연산 방식이

기 때문에 인간이 각각의 깊이 단서들을 종합하는 과정

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인간 두뇌에서 복수 깊이 단서들

을 결합하는 과정은 가 치 합산과 같은 accumulation 

방식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단서들 간의 cooperation, 

다른 단서를 통한 특정 단서의 명확화 (disambi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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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오류 단서의 거부 (veto) 등과 같은 다양한 형

태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최종 인 결합 형태는 찰되

는 장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시각시스템에 부합하

도록 재 장면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 유형에 합하도

록 최종 깊이 상을 생성하는 장면 응  깊이 융합 

기법을 제안한다.

III. 적응적 깊이 융합 기법

제안된 깊이 융합 알고리즘은 기하, 움직임, 의 3

가지 깊이 단서를 활용하여 입력 상의 깊이를 추정한

다. 그러나 기존의 가  합 형태의 융합 방식이 갖는 단

을 극복하기 해 재 장면에서 각 깊이 단서의 신

뢰성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이 검증된 깊이 

단서만을 이용한 응  깊이 융합 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5]는 제안 시스템의 체 인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 방식은 크게 역 깊이 생

성 과정과 객체 깊이 생성 과정  이 두 깊이 정보를 

융합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 5. 제안 방식의 구성도

1. 전역 깊이 생성
역 깊이는 객체 역을 제외한 배경 역의 체

인 깊이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역 깊이는 배경의 

기하학  구조로부터 생성되어야 하며, 제안 방식에서

는 이를 한 깊이 단서로 소실  기반의 기하 분석을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보편  형태의 역 깊이

인 기본 깊이 패턴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소실  추출이 불가능한 상에 해서도 실감 있는 

역 깊이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 다.

1.1 기하 분석에 따른 전역 깊이 생성
찰자가 3D 공간의 한 장면을 바라볼 때 보통 인공

구조물들에 의한 평행한 직선들이 시 에서 멀어질수

록 간격이 좁아져 한 으로 수렴하는 특성을 이용한 

소실   소실선 추정에 의한 깊이 생성은 투  기하

의 원리에 따라 매우 실 인 입체감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제안 방식에서는 허  변환 기반의 검출 방식을 이용

하여 소실 을 추출하 다[8]. 일반 으로 소실   소

실선들은 배경 역을 기 으로 추출 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주 객체들과 배경 역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에

지성분들은 오히려 정확한 소실  검출에 잡음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방식에서는 일반 으로 주 

객체와 배경 역 사이에서는 수직방향의 경계가 강하

게 형성되는 측을 바탕으로 임계치 이상의 기울기를 

갖는 수직 방향의 직선들은 소실  추출 과정에서 제거

함으로써 정확한 장면의 기하학  재구성이 가능하도

록 하 다. 한, 상을 촬 할 때 소실   소실선들

의 방향이 일정하더라도 카메라의 치에 따라 장면을 

구성하는 소실선들의 기울기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소실  기반 깊이 상을 형성하여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식 (1)은 소실  기반 깊이 생성을 나타낸다.

  

  
×

    

  
 

(1)

여기서, 는 소실  기반 역 깊이이며, 와 

는 각각 수평과 수직 치이다. 과 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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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깊이 값과 최소 깊이 값으로 본 논문에서는 255와 

0으로 한다. 는 각각 소실 과  치와

의 거리이며, 은 소실 과  치와의 최

거리로 상 각선 길이의 2배로 한다. 와 는 

각각 소실 의 수평  수직 좌표이며, 와 

은 각각 상의 수평  수직 크기이다.

1.2 기본 깊이 패턴을 이용한 전역 깊이 생성
소실  기반의 깊이가 장면의 체 인 깊이를 표

하는데 매우 효과 이기는 하지만 모든 장면에서 소실

이 올바르게 추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된 기하단

서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실  기반 역깊이를 

체할 수 있는 추가 인 역깊이 패턴이 필요하다. 

그림 6은 제안 방식에서 도입한 기본 역깊이 패턴을 

보여 다. 기본 깊이 패턴은 상 윗부분에서 아랫부분

으로 갈수록 깊이가 가까워지게 생성되었다. 이는 찰

자가 장면을 바라볼 때 일반 으로 장면의 윗부분보다

는 아랫부분이 비교  찰자와 가까이 있다는 특성이 

카메라로 촬 된 상에서도 유사하게 용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기본 패턴의 역 깊이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올바른 소실  검출이 어려운 부

분의 장면에서 배경부분의 깊이 표 에 가장 합하다. 

기본 깊이 패턴에 따른 역 깊이 생성은 식(2)와 같다.

  

 
× (2)

그림 6. 기본 패턴 전역 깊이

1.3 기하 분석의 신뢰성 검증 및 전역 깊이 선택
2D 동 상 내 모든 장면에 항상 인공구조물이 존재

하는 것은 아니며 인공구조물이 존재하더라도 상 내 

직선성분들을 모두 인공구조물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장면의 다양한 특성들로 인해 많은 상

들에서 소실 이 부정확하게 추출될 수 있으며, 이로부

터 생성된 역 깊이는 실제 인 깊이감과 다른 혼란스

러운 깊이 인식을 래할 수 있다. 특히 [그림 7](b)  

(c)와 같이 자연풍경 장면이나 객체가 비교  카메라와 

가까운 장면에서는 이러한 상이 더욱 심화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 장면에서 추정된 소실   소실

선이 역 깊이를 효율 으로 표 할 수 있는지를 단

하는 기하단서의 신뢰성 검사를 수행하여, 신뢰성이 있

는 경우는 뛰어난 입체감의 소실  기반 깊이를 역 

깊이로 선택하고, 그 지 않은 경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깊이 패턴인 기본 패턴의 깊이를 역 깊이로 선택함으

로써 역 깊이 인식의 오류를 최소화하 다. 

(a) 

(b)

(c)
그림 7. (a) 올바른 소실점에 의한 전역깊이 

(b),(c) 잘못된 소실점에 의한 전역깊이

 

 

 

그림 8. [그림 7] 영상들의 소실선 상 실제 에지 화소

소실  검출의 신뢰성 검사 알고리즘은 검출된 소실

선들의 강도를 기반으로 설계된다. [그림 8]에서 찰할 

수 있듯이, 소실   소실선이 배경의 인공구조물에서 

생성된 직선들로부터 추정된 경우에는 에지화소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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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상에 치할 확률이 높은 반면, 자연풍경이나 카

메라와 가까운 객체에서 생성된 에지성분에 의해 잘못 

추정된 소실 의 경우에는 에지화소가 추정된 소실선 

상에 치할 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이 특성을 바탕

으로 식 (3)을 이용하여 기하단서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3)

여기서,  는 기하단서의 신뢰성이며, 

는 소실선 상에 치하는 실제 에지화소의 개수를 나타

낸다. 를 계산하기 한 의사코드는 식(4)와 같

다. 여기서, N은 소실선의 개수이며, 는 i번째 소실

선 상에 치하는 실제 에지화소의 개수이다. 는 i 

번째 소실선의 길이이며, 
와 는 각각 i 번째 소

실선 상의 j 번째 화소와 실제 에지화소를 뜻한다. 

      
  
      

 
≡
 

    ∈

(4)

를 기반으로 역 깊이 를 선택

하는 과정은 식 (5)와 같다. 소실선 상에 치하는 실제 

에지화소의 개수가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는 추정된 기

하단서 즉, 소실   소실선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단하여 기본 패턴 역 깊이가 선택된다. 

            
(5)

2. 객체 깊이 생성
앞 에서 설명된 역 깊이는 장면의 기하학  구조

로부터 추정된 배경 역에 한 깊이 정보이다. 따라

서 경 객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 객체 역에 한 깊

이는 추가 인 깊이 단서를 활용하여 보정되어야 한다. 

제안 방식에서는 경 객체의 깊이 보정을 한 깊이 

단서로 과 움직임 정보를 선택 으로 활용한다. 이

는 객체 역은 일반 으로 in-focus이며 따라서 상

에서 비교  렷하게 나타난다는 과, 움직임 객체의 

경우 움직임 시차에 의해 상  깊이를 추정할 수 있

다는 을 바탕으로 한다. 단, 움직임 단서의 경우 역 

카메라 움직임에 따른 객체 깊이 생성의 오류를 방지하

기 해 카메라 이동에 의한 역 움직임은 없고 객체

의 움직임만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고 이로부터 움

직임 단서에 의한 깊이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2.1 움직임 기반 깊이와 초점 기반 깊이 생성
객체 역의 깊이 할당을 해서는 의미 기반의 객체

분할이 이상 이지만, 일반 인 상에서 의미 기반의 

객체 인식은 매우 복잡한 상 해석 과정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인식 성능도 매우 제한 이다. 이러한 이유

로 부분의 역 기반 깊이 추정 기법들에서는 특징 

기반의 역 분할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깊

이 생성을 해 색상특성을 이용하여 상을 분할 한 

후 분할된 각 역의 깊이를 추정한다. 움직임 기반 깊

이 생성을 해서는 각 역이 포함하는 8x8블록들의 

평균 움직임 크기(magnitude)가 이용되고  기반 깊

이 생성을 해서는 각 역이 포함하는 화소들의 평균 

에지 크기가 이용된다. [그림 9]는 카메라의 이동은 없

으면서 객체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장면에서의 색상분

할 결과와 움직임   단서로부터 추정된 깊이 정

보들을 보여 다. 이 상의 경우에는 두 단서 모두 깊

이 추정에 합한 단서임을 보여 다. 

           (a) 원 영상                  (b) 색상 분할 결과

 
    (c) 움직임 기반 깊이 생성          (d) 초점 기반 깊이 생성

그림 9. 객체 깊이 생성

2.2 움직임 단서의 신뢰성 검증 및 객체 깊이 선택
움직임 기반의 객체 깊이 추출은 역 움직임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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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배경에서 객체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경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다수의 2D 동 상에서 카메라

와 객체가 모두 움직이는 장면들이 존재하며, 이 경우 

움직임 정보만을 이용한 깊이 추출은 [그림 10]과 같이 

배경과 객체 사이의 상  깊이 표 이 부정확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면 내 존재하는 움직임이 카메

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객체에 의한 것일 때 움

직임 기반 깊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10. 카메라와 객체의 복합적인 움직임 장면

[그림 11]은 카메라 움직임이 있는 장면과 그 지 않

은 장면에 한 움직임 벡터 분석을 보여 다. 하나의 

화면을 32개의 블록으로 나  후 움직임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밝기와 화살표로 표시하 다. [그림 11](a)

에서는 카메라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움직임의 방향이 거의 일정하고 움직임의 크기가 모든 

블록에서 매우 큰 것이 찰된다. [그림 11](b)의 카메

라 인 장면에서는 움직임의 크기가 앙 쪽 블록들 

보다 좌우측 경계 쪽 블록들에서 더 크다는 것이 찰

된다. 

(a) camera panning

(b) camera zooming

(c) non-moving camera
그림 11. 다양한 장면들에 대한 움직임 벡터 분석

반 로, [그림 11](c)의 카메라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

는 객체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 쪽 블록의 움직임 크기

가 더 작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종합 으로 단했을 때 카메라 움직임이 있는 

장면에서는 경계 쪽 블록들의 움직임 크기가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카메라 이동이 없이 객체부분에 움직임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계 쪽 블록들의 움직임 크기

가 작으면서 그 이외 역의 평균 움직임 크기가 일정

치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 벡터의 

국부 특성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카메라 이동여부

와 객체 부분의 움직임을 단하여 움직임 단서의 신뢰

성을 검사한다.

   




  
(6)

여기서, 은 움직임 단서의 신뢰성이며 와 

는 검사를 한 임계값들이다. 와 
는 각각 경계 

블록들의 움직임 평균과 그 이외 블록들의 움직임 평균

이며, 식 (7)과 같이 얻어진다.

 



∈ 







∈ 


(7)

여기서 은 각 블록의 움직임크기로 블록 크기는 

가로가 상 수평 크기의 1/8 이고 세로가 수직 크기의 

1/4이다. 즉, 는 상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8개

의 경계 블록들에 한 움직임 평균이며, 는 경계 블

록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내부 블록들에 한 움직임 

평균으로 계산된다.

식(6)에 의한 움직임 단서가 신뢰성 있는 것으로 

정되면, 움직임 단서만을 이용하여 객체 역의 깊이를 

추정한다. 이는 객체가 움직이면 움직임 역에서 

motion blur가 발생하여  단서의 신뢰도가 떨어지

기 때문이다. 반면에   으로 정되면  

기반 깊이를 이용하여 객체 깊이를 생성한다. 식 (8)은 

객체 깊이의 선택 과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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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9)

   ∈
 




∈


 

(10)

여기서, 는 객체 깊이이며, 과 

는 각각 움직임 기반 깊이와  기반 깊이

를 나타낸다.   는 색상분할[13] 후 얻어진 l

개의 역들  i번째 역에 한 평균 움직임   

정도이다. 그리고 은 8x8 블록 움직임 맵

이며, 은 [6]의 방식들 에서 8x8 블록 표

편차 기반으로 얻어진  맵이다. 

3. 장면 유형 분류 및 적응적 깊이 융합
제안 기법에서 입력 장면은 [표 1]에 요약된 바와 같

이 역  객체 깊이 생성을 한 깊이 단서의 신뢰성 

검사 결과를 기 으로 모두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장면 유형 별로 신뢰성 있는 깊이 단서를 활용하여 

역  객체 깊이 정보가 생성되면 이를 토 로 최종 

깊이 생성을 한 깊이 융합이 수행된다. 깊이 융합 알

고리즘은 선택된 객체 깊이 단서를 기 으로 크게 두개

의 방식으로 나눠진다. 

우선, 객체 깊이로  기반 깊이가 선택된 경우에

는 가  합 방식의 융합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상 촬

시에 즈로 일정 거리의 객체에 을 맞추면 배경 

역이 이 객체로부터 멀어질수록 상의 렷함의 정

도는 진 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단서로부터 추

정된 깊이는 경 역뿐 아니라 배경 역의 상  

깊이도 포 으로 반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는 가 합 형태의 융합 방식을 사용하여 두 단서로부터 

추정된 깊이 정보를 병합함으로써 깊이 추정의 신뢰도

를 향상시킨다.

객체 깊이로 움직임 단서가 선택된 경우에는 경과 

배경 역에 한 독립  깊이 할당 방식의 융합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 이는 움직임 객체 역은 이 객체에 

의해 배경 역이 가려지게 되며,  배경 역에서는 

움직임 단서에 따른 깊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최종 깊이 융합은 역 깊이 에 객체 깊이

를 움직임 크기에 따라 독립 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장면에 존재하는 움직임 크기의 구간을 

나 어 움직임이 클수록 역 깊이 스 일에서 가까운 

깊이를 할당한다. 

표 1. 장면 유형별 깊이 선정 및 깊이 융합 알고리즘

type
reliability depth selection fusion

methodGeo motion global object

1 ○ ○ depth from
geometry

depth from
motion

independent 
depth

allocation
for global &

object
depth 

2 X ○ depth from
basic pattern

depth from
motion

3 ○ X depth from
geometry

depth from
focus accumulation 

of global &
object
depth4 X X depth from

basic pattern
depth from

focus

IV. 실험 결과

실험에서는 실제 응용을 고려하여 상업용 화와 드

라마에서 캡쳐된 비디오를 실험 상으로 사용하 으

며, 기존의 가 합 형태의 융합 방식[11]과의 성능 비교

를 통해 제안 방식의 우수성을 검증하 다.

[그림 12]는 유형 1의 실험결과를 보여 다. [그림 12]

의 원본 상은 객체의 움직임만 존재하며 인공 구조물

에 의한 소실  추출이 가능한 상이다. 소실  기반 

깊이와 움직임 기반 깊이가 사실감 있게 추정 되었다는 

것을 [그림 12](a)와 [그림 12](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넓은 DOF로 인해  기반 깊이는 [그림 12](b)

와 같이 부정확하게 형성된다. 최종 깊이 융합에서 [그

림 12](d)의 제안방식의 경우 올바른 소실 에 의한 

역깊이 에 움직임 기반 깊이 상이 독립 인 객체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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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할당되었음이 찰된다. 반면 [그림 12](c)의 가

합에 의한 융합에서는 부정확한  기반 깊이까지도 

사용됨으로써 체 융합 결과의 성능이 떨어진다. [그

림 12](f)와 [그림 12](g)는 각각 제안방식과 가 합 방

식에 의해 합성된 좌우 상을 보여 다. 제안방식에 의

해 합성된 좌우 상에 객체부분이 가 합 방식에 의한 

것 보다 더욱 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찰할 수 있

다. 즉, 좌 상에서는 더욱 오른쪽으로 우 상에서는 

더욱 왼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안방식에서는 객체부분에 한 깊이가 움직임 깊이에 

의해 독립 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다른 깊이 상에 

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a) motion depth     (b) focus depth     (c) geo depth

        

        (d) fusion(proposed)         (e) fusion(weighted sum)

 

(f) synthesized stereo view(proposed)

 

(g) synthesized stereo view(weighted sum)
그림 12. 유형1의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13]은 유형 2의 실험결과를 보여 다. 원본 상

은 기하 분석에 따른 역 깊이 추정이 불가능하며, 객

체 움직임만 있는 특성을 갖는다. [그림 13](a), (b), (c)

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은 유형 2

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림 13](d)의 제안방식의 경우 

신뢰성 검사에 의해 이 상들을 유형 2로 정확히 분류

하 으며 기본패턴 역깊이 에 움직임 깊이를 독립

으로 할당하여 최종 깊이를 사실감 있게 생성하 다. 

반면 [그림 13](e)의 가 합 방식에서는 기하기반 깊이 

추정의 오류가 최종 깊이 생성에 악 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13](f)와 [그림 13](g)에서 각각 제

안방식과 가 합 방식에 의해 합성된 좌우 상을 보여

다. 제안방식에 의한 상들이 가 합 방식에 의해 

합성된 상들 보다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시차

가 커지는 것이 찰된다. 이를 통해 소실  기반 역

깊이가 잘못 추정된 유형 2와 같은 상에서 기본패턴 

역깊이가 효과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motion depth     (b) focus depth       (c) geo depth

      

(d) fusion(proposed)   (e) fusion(weighted sum)

 

(f) synthesized stereo view(proposed) 

 

(g) synthesized stereo view(weighted sum)
그림 13. 유형2의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14]의 원본장면은 카메라 움직임이 존재하는 

장면이며 소실 에 의한 깊이인지가 가능한 장면이다. 

제안방식에서 이 상은 유형 3으로 분류되었으며, 

 기반 깊이와 소실  기반 역깊이가 가  합산 되

어 [그림 14](d)의 최종 깊이가 생성되었다. [그림 

14](a), (b), (c)에서 각각 움직임 기반 깊이,  기반 

깊이, 소실  기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c)

의 소실  기반 깊이가 제 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

으며, 움직임 기반 깊이에서 보다는  기반 깊이에

서 객체부분의 체 인 윤곽을 잘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f)와 [그림 13](g)는 각각 제안방식과 

가 합 방식에 의해 합성된 좌우 상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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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tion depth    (b) focus depth       (c) geo depth

      

  (d) fusion(proposed)      (e) fusion(weighted sum)

 

(f) synthesized stereo view(proposed) 

 

(g) synthesized stereo view(weighted sum)
그림 14. 유형3의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15]의 원본장면은 소실 과 움직임 단서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장면이다. 원본장면의 역깊이를 해 

[그림 15](c)의 불확실한 소실  정보에 의한 깊이형성

보다 제안된 기본 패턴 깊이가 오히려 더 알맞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인해 [그림 

15](a)의 움직임 기반 깊이보다는 [그림 15](b)의 

기반 깊이가 장면의 체 인 깊이 표 에 더 당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방식에 의해 유형 4로 분류되

어 기본 패턴 역깊이와  기반 깊이가 가  합산

된다. [그림 15](d)와 [그림 15](e)에서 각각 제안방식과 

가 합 방식에 의해 융합된 최종 깊이 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방식에 의해 융합된 깊이가 장면을 더욱 효

과 으로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f)와 

[그림 15](g)는 각각 제안방식과 가 합 방식에 의해 합

성된 좌우 상이다.

  (a) motion depth    (b) focus depth        (c) geo depth

       
        (d) fusion(proposed)     (e) fusion(weighted sum)

 

(f) synthesized stereo view(proposed) 

 
(g) synthesized stereo view(weighted sum)
그림 15. 유형4의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체 실험 결과는 각 단서가 장면유형에 따라 타당하

게 활용되었고 각 단서 기반의 깊이들을 가  합산하는 

경우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다. 

V. 결론

본 논문은 2D-to-3D 변환을 해 장면 유형에 응

인 깊이 융합 기법을 제안하 다. 재장면의 최종 

깊이 상은 신뢰할 수 있는 단서들의 통합과 쓸모없는 

단서들의 제외를 통해 추정된다. 각 단서들의 신뢰성을 

검사하여 재 장면의 유형과 장면유형에 응 인 융

합 기법이 결정된다. 기하단서의 사용여부는 검출된 소

실   소실선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되고 움직임 기반 

깊이의 사용여부는 움직임 분석에 의해 결정된다. 제안

된 깊이 융합 기법의 실험결과를 통해 각 장면 유형별

로 신뢰성 있는 깊이 단서들이 깊이 융합에 사용됨으로

써 보다 실 이고 효과 인 깊이 융합이 가능함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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