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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d 상 기술은 화, 게임, 공연, 시 등 콘텐츠 산업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한 건축, 의료, 원  산업에서도 활

용도가 증 되고 있다. 하지만 3d 상 생성기술은 거의 부분 카메라를 두  이상 사용하여 촬 한 뒤 두 상을 정합하는 

방식이거나, 한 를 사용하여 촬 한 상을 변환보드를 이용하여 변환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이 추가 인 작업 시간이 필요

한 3d 상 생성 기술은 실시간 재생(real-time)을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한 범용 인 모니터 사용에 제약을 받

는다. 제안된 기술은 특히 3d 게임 이나 입체 화 감상을 해 요구되는 특별한 편  모니터나 3d 입체 컨버터 없이도 실

3d 콘텐츠나 게임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단일 카메라만으로 생성가능하며 별도의 추가 인 에디 이 

불필요한 실시간 3d 상을 생성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하 다. 

Abstract

The techniques of 3d image processing have broadly used in the areas including movies, games, performances, 

exhibitions. In addition, increasing demands for practical uses have gradually extended to the areas of architecture, 

medicine, nuclear power plant. However, dominant techniques for 3d image processing seem to depend on multi-camera in 

which two stereo images are merged into one image. Also the pipeline has limitations to provide real-time 3d viewer in 

ubiquitous computing. It is not able to be applicable onto most general screens as well. In addition, the techniques can be 

utilized for the real-time 3d game play without a particular monitor or convertor. Hence, the research presented here is to 

aim at developing an efficient real-time 3d viewer using only mono camera which do not need post processing for editing 

as well.

      Keywords :  3d 게임 이, 3d 콘텐츠, 3d 입체 상, 에 리 , 범용 모니터

Ⅰ. 서  론

3d 입체 상은 우리 뇌가 양안시차로부터 생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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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상을 동시에 인식한다는 특성을 재 하는 기술

이다. 

최근 3d 입체 상은 TV, 방송 콘텐츠, 게임, 시, 교

육, 의료, 고 등 범 한 응용 역에 확  용되고 

있다. 미국의 3d 디지털 시네마 시장은 체 규모의 

60%를 차지하며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3d 입체 상 

붐은 미국에서 유럽, 아시아로 빠르게 확산 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체 스크린의 70%가 디지털로 

환되었으며, 아시아 시장도 2012년까지 안정 인 인

라를 구축할 정이다. 디즈니와 드림웍스는 2009년 이

후 제작되는 모든 애니메이션을 3d로 제작하기로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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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2009년 말 개 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3d 

SF블록버스터 아바타의 흥행돌풍은 3d 기술성장의 기

폭제가 되고 있다.

재까지 부분의 입체 상 제작은 주로 스테 오

카메라와 편집툴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좌우 양안

시차에 의해 생성되는 좌우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으

로 셔터 래스 방식과 편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 모두 제작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효율 이지 못하

고 특별한 모니터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입체안경이 불

필요한 팰럴랙스배리어 방식과 티큘러 방식이 있으나 

특수한 모니터가 필요하며 실시간 3d입체 상 생성에는 

한계가 있다. 한 실제 촬 하지 않고 기존의 방 한 

동 상을 입체 상으로 변환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

으나 실시간으로 입체 상을 재생하기 해선 선결되어

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3d 입체 상 컨버터나, 

입체 상 보드, 입체 카메라,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 실시간으로 2d 콘텐츠를 3d입체 상으로 생성하는 

3d 뷰어기술을 제안한다. 특히 3d 게임 이를 해 

요구되는 특별한 모니터나 3d 입체 컨버터 없이도 온라

인상에서 게임 이화면을 실시간으로 3d 입체 게임

을 즐길 수 있는 소 트웨어기술을 제안한다. 본 연구

는 단일 카메라로부터 비디오를 입력받는 동시에 3d 변

환을 빠르게 수행한 뒤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실

시간 3d 콘텐츠를 체감하게 해 다. 입력받은 비디오의 

각 임들을 좌, 우 상으로 변형한 뒤 각각의 상

에서 RED 채 과 CYAN 채 만을 추출하여 다시 합

성하는 방식으로 3d 비디오를 출력한다. 연산시간을 

여 실시간에 3d 입체 상을 재생하도록 하 다. 

Ⅱ. 관련 연구

1. 3d 입체영화

3d 입체기술은 장면과 객체를 입체화하여 객들의 

몰입감을 극 화하는 실감기술이다. 아바타에서의 3d 

입체 상의 특징은 근경과 경, 그리고 원경에 이르기

까지 실제 실을 으로 보는 듯한 심도를 구 해 냈

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들은 배우들이 특별 제작된 

슈트를 입고 블루 스크린을 배경으로 연기 한 뒤에 CG

를 덧입히는 방식이었으나, 아바타의 경우에는 배우들

이 CG화된 배경을 보면서 연기하는 ‘이모션 퍼포먼스 

캡처’ 방식을 도입해 촬 하여 촬  기술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배우들이 소형 카

메라를 얼굴에 달고 얼굴 체를 실시간으로 캡처함으

로써 동공과 썹 등의 세 한 움직임도 포착해 낼 수 

있다. 

2. 3d 입체게임

최근 게임 개발자들의 이슈는 시네마틱 게임 이

가 가능한 고수  게임 그래픽의 실 이다. 더욱 역동

이고 사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기술이 요구되

고 있다. 게임 그래픽에서는 필요한 장면이 3d 모델 형

태로 정의되고 리되고 있기 때문에 3d입체 상 생성

이 비교  용이하다. 게임 그래픽 카드회사인 NVIDIA

는 3d 게임을 즐길 수 있는 3d Vision을 출시한 바 있

다. 3d 게임을 실행하기 해서는 액티  셔터 래스와 

120Hz를 지원하는 LCD모니터가 필요하다. 일본의 소

니는 PlayStation3에 펌웨어를 탑재하여 입체 TV상에

서 3d 게임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게임 

업체 닌텐도는 무안경 방식의 3d 입체 상을 즐길 수 

있는 휴 용 게임기 3DS를 발표한 바 있다
[4]
.

그림 1. 시스템구성 요소

Fig. 1. System Components.

3. 3d 입체영상의 생성 방법

입체 상의 생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스테 오카메라로 직  촬 하는 방식이다. 

재 스테 오 카메라는 두 의 카메라를 정렬한 리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사용된다. 평행식과 직교식 방식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컴퓨터그래픽스 기술로 장

면을 직  생성하는 기술이다. 이미 방송에서 그래픽스

기술을 사용하여 고, 다큐, 드라마에서 사용하고 있으

며 게임에서 다이나믹한 장면 연출과 사실 인 캐릭터 

생성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생성된 3차원 객체로 부터 

스테 오 상을 획득하여 3d 입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제작된 2d 콘텐츠를 3d입

체 콘텐츠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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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d입체 콘텐츠로 변환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으나 한정된 콘텐츠에만 용 가능하다는 면에서 아쉬

움이 있다[5]. 체장면의 구조로부터 는 한 이미지로

부터 깊이값을 추출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6～7]
.

Ⅲ. 실시간 3d 입체 시스템

1. 시스템 구성

입체 상의 재생 방식에는 안경방식과 무안경 방식

이 존재한다. 안경방식의 경우는 에 리 , 편 , 셔

터방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무안경 방식은 아직까지는 

장비의 원가 때문에 휴 용이나 제한 인 디스 이

에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편  방식이나 셔터방식도 

재생을 해서는 특수 안경과 별도의 모니터가 필요하

다. 기존의 상을 범용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

여 사용하기 해서는 별도의 추가 장비없이 실시간에 

재생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시스템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3d 상 생성에 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 인 단일 상을 최 한 은 연산과 빠른 

계산으로 3d 상으로 변형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에 리  방식의 3d 상 생성 과정 방법을 실시간 

재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2. 기존 알고리즘

재 에 리  방식에서는 모노 카메라로부터 입

력받은 하나의 상에 하여 컬러 값을 참조하여 좌, 

우 상을 생성한다. 

이때 컬러 값 참조와 시 트 연산을 제외한 연산은각 

채 당 세 번의 연산이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두 이미지를 한 번의 멀티 라이 혼합연산으로 혼합한

다. 따라서 총 일곱 번의 논리연산이 수행된다(그림 2). 

그림 2. 기존방법의 연산과정

Fig. 2. Current Computations.

한 기존 알고리즘은 실시간에서 구동되는 기능을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8～9].

원본 상을 3d 입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블 딩이 

필요하다. 단일 상 F를 좌우 상으로 분리하는 작업

을 ‘스크린블 딩’, 좌우 상으로 분리된 상을 단일 

3D 입체 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멀티 라이블 딩’이

라 할 때 각각의 작업은 다음과 같은 논리 연산을 통해 

수행된다. 스크린블 딩 함수 Fs는 카메라로 부터 입력

받은 백그라운드 상 Bc에 추출하고자 하는 컬러채  

C의 소스 이미지 Sc를 논리합한 후,  그 결과로부터 Bc

와 Sc의 배타  논리합 결과를 뺌으로써 원하는 컬러 

채 만을 추출하는 함수이다(식 1). 를 들어 백그라운

드 이미지에서 Red 채 을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Bc와 

Sc의 논리합 연산에 의해 Red 값은 필요충분조건으로 

유효한 값을 가지게 되며 이때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컬

러 값에 따라 Green과 Blue 채 도 유무효한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때 Bc와 Sc의 배타  논리합(⊗)의 결과

인 Red 채 만 무효한 값을 갖는 이미지를 빼주어 백

그라운드 이미지에서 Red 채 만을 추출하는 것이 가

능하다. 

      ⊗    (1)

  ⊗   (2)

입력 이미지 에 해서 Red 채 을 추출하고자 하

는 경우   에 의해 Red, Green, Blue 채  모두 

유효한 값이 되고 호 안의 XOR 연산 ⊗에 의

해 Green, Blue만 유효한 값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Red, Green, Blue 유효값에서 Green, Blue 채 만 제거

하여 Red 채 만을 추출한다. 

3. 개선된 알고리즘

실시간 재생을 해서는 원본 상으로 부터 시 트 

연산을 통해 변형된 이미지 치의 컬러만을 추출하여 

즉각 으로 멀티 라이 연산을 수행하기에 참조연산을 

제외하는 경우 단 한번의 논리 연산만이 수행된다. 따

라서 기존 방법의 7n 연산과정의 알고리즘이 1n으로 개

선되었다그림 3). 이때 n은 이미지 해상도를 의미

한다. 최근 디스 이의 발 으로 인해 고해상도가 

세인 만큼 비교회수를 임으로서 실행시간을 여주는 

것은 고화질 장면의 실시간 재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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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시간을 고려하여 개선된 방법

Fig. 3. Improved Computations.

이때 에 리  방식의 입체 상에서 컬러는 좌우 

상에서 각각 Red와 Cyan만이 사용되어지므로 의 

두 과정(스크린블 딩  멀티 라이블 딩)을 식(3), 

(4)와 같이 한 번의 과정으로 이는 것이 가능하다.

       (3)

식 (3)에서   은 스크린블 딩과 멀티 라이블

딩을 동시에 처리하는 함수이다. 즉 백그라운드의 Red 

채  와 Cyan 채  은 XOR 연산으로 계산 

한다.

  
   





 




   (4)

식 (4)는 식 (3)을 픽셀 단 로 계산하기 해서 변형

한 수식으로 i와 j는 각각  가로와 세로의 픽셀 인덱스

이며 width와 height는 각각 이미지의 가로 해상도, 세

로 해상도이다. 각 픽셀은 최종 으로 식 (4)에 의해 계

산된다.

Ⅳ. 실험 결과 

1. 개발환경

본 연구의 목표가 실시간 3d 상 생성 기술이기 때

문에 실행속도는 매우 요하다. 따라서 객체지향 로

그래  언어 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는 C++를 개발 

언어로 사용하 다. 원래 개발 기에는 유 인터페이

스 등을 고려하기 해서 MFC를 기반으로 하려 했으

나 보다 실시간에 가까워지기 해서 순수 C++ 언어와 

Win API, OpenCV API만을 사용하 다. 특히 OpenCV 

[10]
는 GdiPlus, CxImage, OpenCV 등 각종 상처리 

API  Intel 사에서 주도 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신뢰

성이 비교  높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 기술의 특성상 

코덱이 제 로 설치되지 않았다거나 운 체제 내부 경

로가 잘못 설정된 경우 등 환경 변수에 따라 로그램

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에 일반 으로 가장 리 쓰이면서 비교  안정 인 

WindowsXP를 운 체제로 설정하 다. 개발툴은 비주

얼스튜디오 6.0을 사용하 다. 

2. 시스템 구성

개발된 시스템은 범용모니터, 웹 카메라, 청 안경만

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콘텐츠를 경험하도록 

구축되었다(그림 4). 

즉 디바이스에 의존하지 않고 소 트웨어 으로만 

3d입체 콘텐트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한 본 기술을 

용시킴으로써, 3d 콘텐트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경우 

재 2d 콘텐트의 제작  편집에 한 인 라가 많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인 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

다. 그림 4는 개발된 시스템의 실행화면을 보여주고 있

다. 웹 카메라는 삼각 에 부착되어 게임 이 화면

(왼쪽 모니터)을 촬 하면 동시에 우측 모니터에 실시

간으로 3d입체 상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출력되는 3d 상을 편집, 보 할 수 있도록 녹

화기능을 제공하 다. 녹화 기능은 비교  인코딩 시간

이 짧은 Intel 사의 인디오 코덱 5.0을 사용하여 연속된 

비디오 임 사이의 시간차이를 최 한 여서 녹화 

에도 비교  부드러운 상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 개발된 시스템

Fig. 4.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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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콘텐츠

3d 입체 상은 화, 방송 콘텐츠, 게임, 시, 교육, 

의료, 고 등 범 한 응용 역에 확  용되고 있

다
[11～12]

. 일반 모니터에서 실행되는 콘텐츠를 실시간에 

3d 입체로 재생 가능함을 실험하 다. 상처생성 시뮬

이션 화면(그림 5), 성능평가(그림 6), 실세계로 부터 캡

쳐된 화면(그림 7), 게임 이화면(그림 8, 9, 10) 등

은 실험결과이다. 한 2011 년 여름에 개최된 안양사

이버과학축제에 출품하여 시한 바 있다. 시 장에

그림 5. 의료 상 콘텐츠 : 3d 입체 (상), 원본(하)

Fig. 5. Wound Simulation Contents.

그림 6. 임 재생시간 성능 평가

Fig. 6. Comparisons on Exectuion Time/Frame.

서 남녀노소에게 큰 심을 끌었고 특히 고가의 3d 디

스 이에 부담을 갖는 교육 장에서 심을 보 다. 

특정 교육기 에서 3d 상에 한 교육용 로그램으

그림 7. 실세계 상: 3d 입체 (상), 원본 (하)

Fig. 7. Real scene: 3d scene (above) source (below). 

그림 8. MMORPG 엔씨소 트의  게임 아이온  :

3d 입체 (상), 원본 (하)

Fig. 8. Game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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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온라인 FPS게임 피망의 A.V.A : 

3d 입체 (상), 원본 (하)

Fig. 9. Game A.V.A

그림 10. FPS Console 게임 번지의 헤일로 2 :

3d 입체 (상), 원본 (하)

Fig. 10. Game Halo Wars.

로 사용을 요청하여 리웨어로 개발 로그램을 달한 

바 있다. 한 온라인 게임에서 실시간으로 3d 이

를 즐기고자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4. 성능평가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해 Intel Dual 

Core(2.66GHz. CPU와 2G RAM환경에서 임당 장면 

생성시간(Seconds/Frame)을 일정 간격으로 샘 링하여 

비교하 다. 그림 6은 제안된 시스템의 한 임의 장면 

생성시간과 기존의 방식간의 성능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방법은 평균 0.006375 로 기존방식의 평균인 

0.007013 에 비해서 빠른 재생시간과 평균표  편차에

서도 0.000079로 안정된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2d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변환

하여 3d 입체 상으로 출력가능한 기술을 제안하 다. 

부분의 3d 입체 상 생성기술은 특별한 컨버터나, 입

체 상 보드, 입체 카메라, 특수한 모니터와 같은 장비

에 의존 이다. 하지만 가용이나 기존의 장비를 활용

한 3d입체는 교육시장이나 일반 모니터를 사용하는 

들에게 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제안된 시스템은 범용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콘텐츠, 화 감상 등을 즐길 수 있는 

간편한 기술이다. 기존방식에 비해 연산과정을 간략히 

하 으며 임당 재생소요시간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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