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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일 프레임 영상에서 초점을 이용하여 초기 깊이정보를 추출한 후 입체 영상을 생성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단일 프레임 영상에서 깊이를 추정하기 위해 원본 영상과 가우시안 필터를 중첩 적용하여 생성된 
영상의 비교를 통해 영상의 초점 값을 추출하고 추출된 값을 기반으로 초기 깊이정보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생성된 
초기 깊이정보를 Normalized cut을 이용한 객체 분할 결과에 할당하고 각 객체의 깊이를 객체 내 깊이 정보의 평균값
으로 보정하여 동일 객체가 같은 깊이 값을 갖도록 하였다. 객체를 제외한 배경 영역은 객체를 제외한 배경 영역의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깊이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깊이를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을 이용하여 입체 영상
으로 변환하였고 기존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영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 2D/3D 변환, 초점/비초점, 객체 분할, 깊이 정보, 에지 정보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creating 3D image from 2D image by extract initial depth values calculated 
from focal values. The initial depth values are created by using the extracted focal information, which is 
calculated by the comparison of original image and Gaussian filtered image. This initial depth information is 
allocated to the object segments obtained from normalized cut technique. Then the depth of the objects are 
corrected to the average of depth values in the objects so that the single object can have the same depth. The 
generated depth is used to convert to 3D image using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 and the generated 
3D image is compared to the images generated by other techniques.

Key Words : 2D/3D Conversion, Focus/Defocus, Object Segmentation, Depth map, Ed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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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일부 화의 3D 상화 이후 3D 상에 한 

심이 집 되었다. 이러한 향으로 3D 산업에 많은 발

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모바일, TV, 모니터 등 다양한 디

스 이 기기에서 3D 상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러나 재까지 제작된 3D 상 콘텐츠 수가 부족하여 3D 

상 시청이 가능한 디스 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없게 되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3D 련 산업

의 발 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3D 상

을 생성하여 3D 디스 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재 3D 상을 생성하기 한 방법으로는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과 이미지 편집 툴을 이용한 방법, 

기존의 2D 상을 3D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3D 상을 생성하는 경우 많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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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제작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미지 편집 툴을 

이용한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2D/3D 변환 방법을 이

용하는 경우 기존의 2D 상을 이용하여 3D로 변환하기 

때문에 기존에 촬 된 2D 상 콘텐츠가 존재해 다양한 

3D 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약되

는 장 이 있다. 그러나 2D/3D 변환 방법은 정확한 3D 

상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2D 상을 3D 상으로 변환하기 한 가장 기본 인 

이론은 인간이 입체 상을 인식하는 원리가 양안의 시

차로 의해 물체가 좌, 우안에 각각 다른 시 의 상으로 

투 되고 뇌에서 이 좌, 우안에 들어온 상을 합성하여 

입체 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3D 상을 보기 해 좌안과 우안에 해당하는 상을 생

성한 뒤 그 상들을 각각 좌, 우안에 보여주는 방법이 

표 이다. 기존 상에서 좌, 우안에 해당하는 시 의 

상을 생성하기 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최근

에는 상의 깊이정보를 추출한 뒤 추출된 깊이정보를 

기반으로 입체 상을 생성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다.

깊이정보 추출 방법은 움직임 추정, 기하학  , 

/비 을 이용한 방법, 머신 러닝 기법 등이 있다. 그

러나 기존의 제안된 방법들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각각의 알고리즘의 취약 이 존재하여 보완이 필요

하다[2].

본 논문에서는 단일 임 상에서 가우시안 필터

를 이용하여  값을 추정하고 추정된  값을 기반

으로 기 깊이정보를 생성한 뒤 객체 분할 과정을 거쳐 

생성된 객체 별 깊이를 할당하여 객체의 깊이를 생성하

고 객체 외 배경 역은 객체를 제외한 배경의 에지를 

이용하여 깊이를 생성함으로써 움직임이 없는 역과 배

경 역의 깊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 다.

2. 깊이정보 생성 기법

입체 상 변환 기법은 TV나 CD, DVD와 같은 단안 

카메라로 촬 된 상을 복잡한 원리  상 처리 기술

을 통해 좌 상과 우 상의 형태 (S3D :  Stereoscopic 

3D)로 변환하거나 다시  상을 생성하여 다시 으로 

구성된 입체 상을 생성하는 것이다.

원본 2D 상에서 하나의 임 는 재 상과 이

 상과 같은 다  임을 이용하여 상의 깊이정

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깊이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

의 상을 생성한 뒤 합성 과정을 거쳐 최종 입체 상을 

생성하게 되는데 표 으로 블록 매칭과 Optical flow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3].

[그림 1] 2D/3D 영상 변환의 원리

2.1 블록 매칭 기반 깊이정보 생성

블록 매칭 기반 깊이정보 생성은 상의 깊이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 인 움직임 추정 방법으

로서 재 상에서 탐색에 사용할 블록을 지정한 뒤 이

 상에서 탐색에 사용한 블록과 가장 유사한 값을 갖

는 블록을 탐색하여 동일 지 으로 단하고 탐색에 사

용한 블록과 탐색된 블록의 좌표 값의 차이로 깊이정보

를 생성한다.

          (a)                     (b)

[그림 2] 원본 프레임(a)와 블록 매칭 결과(b)

그러나 블록 매칭 기법은 유사한 색상정보를 갖는 블

록을 단하기 때문에 색상정보가 유사한 역이 지속되

는 경우 정확한 움직임 정보를 추정할 수 없고 블록 단

로 처리하기 때문에 외곽선 부근에서 블록 형태의 매칭 

결과 값이 나와 세 하지 못하며 상 내 객체의 이동방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 상에서의 객체의 움직임 방

향이 여럿일 경우 움직임 추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 이 있다. 한 움직임이 없는 역에 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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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생성이 불가능하다[4]. 

2.2 Optical flow를 이용한 깊이정보 생성

Optical flow는 상의 움직임 벡터값을 추정하는 것

으로 연속 인 상에서 각 좌표 별 움직임 값을 나타내

는 특징을 갖고 있다[5]. 객체의 깊이정보를 이 움직임 값

을 기반으로 생성한다.

  

          (a)                     (b)

[그림 3] 원본 프레임(a)와 Optical flow의 결과(b)

그러나 기존의 Optical flow는 동일한 객체에 추정된 

움직임 값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 이 있고 움직임이 없

는 역은 깊이 값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깊이정

보 생성이 불가능하다[6].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움직임 정보가 없는 

역에 해 깊이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상의  값

을 이용하여 움직임 정보가 없는 역에도 깊이 정보를 

생성하도록 하 고 각 객체에 얻어진 깊이정보 값의 평

균을 이용하여 각 객체가 동일한 깊이 값을 갖도록 하

으며 상의 에지정보를 이용하여 배경 역에 한 깊

이를 추정함으로써 최종 입체 상을 생성하도록 하 다.

3. 초점을 이용한 깊이정보 생성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2D 상에서 한 장의 임을 추출

한 뒤 원본 임과 가우시안 필터를 첩 용하여 생

성된 상을 비교하여  값을 추출하고  값을 이

용하여 상의 기 깊이 정보를 생성한다. 생성된 기 

깊이 정보를 각 객체에 할당하기 해 Normalized cut을 

이용하여 객체를 분할하고 각 객체에 기 깊이 정보를 

할당한 뒤 동일 객체의 깊이를 같게 하기 해 객체 내 

깊이의 평균값으로 보정하 다. 객체를 제외한 배경 

역의 깊이 생성을 해 상에서 객체를 제외한 배경 

역의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깊이를 생성하 고 생성된 

깊이정보 값들을 합성하여 최종 입체 상을 생성하 다.

[그림 4]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

3.1 초점을 이용한 초기 깊이정보 생성

일반 인 상은 배경보다 경에 이 맺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상에 가우시안 필터를 용하여 을 

흐리게 만든 뒤 원본 상과 비교할 경우 의 변화가 

큰 부분이 표 되므로 추출된 원본 임 에 5x5 크기

의 가우시안 필터를  첩 용한 상을 비교하여 

상의  값을 추출하 다.

  ×
                        (1)

  

          (a)                     (b)

[그림 5] 필터 적용 결과(a)와 원본 영상과의 비교 결과(b)

생성된  값을 기 깊이 생성을 해 추정된  

상에서 일정 값 이상을 갖는 픽셀에 해 상  높이

의 개념을 이용하여  값을 보정하고 생성된 보정 결

과에서 (x,y)좌표에 한 깊이 값을 y축 1부터 y까지의 

값 에 최 값으로 할당하여 상의 기 깊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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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도록 하 다.

_ 

      ≧ 

  (2)

  _⋯  (3)

  

          (a)                     (b)

[그림 6] 초점 값 보정 결과(a)와 초기 깊이 생성 결과(b)

3.2 객체 분할과 깊이 할당

각 객체별 깊이 할당을 해 Normalized cut을 기반으

로 객체 분할을 하 다. 

Normalized Cut은 픽셀을 노드  로 정의하고 픽셀 

간의 유사도 를 에지로 가지는 그래  

  로 표 한다. 객체 분할을 한 그

래  분할은 노드  간의 가 치 값  의 합 

   
∈ ∈

 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Normalized Cut은 특정 집합 에 속하는 에서 그래

에 존재하는 모든 의 집합 까지의 가 치 합 

 를 구한다[7]. 

   
∈ ∈

        (4)

특정 집합 B에 용될  도 동일하게 정

의하면 Normalized Cut의 체 수식은 식 (4)와 같고 

Normalized Cut을 이용하면 상을 각 객체 별 역 형

태로 분할하게 된다.

   
 

 
 

 (5)

  

            (a)                    (b)

[그림 7] 원본 프레임(a)와 객체 분할 결과(b)

객체 분할 결과로 생성된 객체에 각각 기 깊이 값을 

할당하고 동일 객체의 깊이 값을 같게 보정하기 해 해

당 객체에 용된 깊이 값들의 평균을 할당하 다.

  

            (a)                     (b)

  

            (c)                     (d)

  

            (e)                      (f)

[그림 8] 깊이 할당 결과(a,c,e)와 평균값 보정 결과(b,d,f)

각 객체 별 평균값 보정 결과를 합성하여 해당 임

에서 체 객체의 깊이 정보를 생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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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체 객체의 깊이 생성 결과

3.3 배경 영역의 깊이 생성

객체를 제외한 배경 역의 깊이정보를 생성하기 

해 객체 역을 제외한 에지 수를 기반으로 깊이정보를 

생성하여 이  과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배경 역의 깊

이정보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 다[8].

먼  상의 에지를 추출하고 생성된 에지 상에서 

객체 역에 한 정보를 제거한 뒤 상의 첫 행부터 행 

별 에지의 수를 시킨다.

  

             (a)                    (b)

[그림 10] 에지 영상(a)와 에지 누적 값(b)

얻어진 에지  값을 이용하여 각 행에 에지  

값 정보를 할당하여 배경 역의 깊이 정보를 생성하고 

객체의 깊이 정보와 합성하여 입체 상으로 변환하기 

한 최종 깊이 정보를 생성한다.

  

            (a)                      (b)

[그림 11] 배경 깊이 정보(a)와 최종 깊이 정보(b)

[그림 12]는 생성된 최종 깊이 정보를 상에 할당하

여 표 한 결과이다.

  

             (a)                     (b)

  

            (c)                     (d)

[그림 12] 원본 영상(a,c)와 최종 깊이 정보 할당 결과(b,d)

4.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재 이미지와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새 시 의 상을 만든 뒤 재이미지와 합성하는 방법

인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을 이용하여 최

종 입체 상을 생성하도록 하 다.

4.1 Depth Image Based Rendering

DIBR은 원본 상과 상의 깊이정보를 이용하여 새

로운 시 에 해당하는 상을 생성하고 원본 상과의 

합성을 통해 입체 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다[9]. 

DIBR은 원본 상을 깊이정보를 기반으로 워핑시키

고 워핑 이후에 생긴 홀 역을 주변의 픽셀 정보를 이용

하여 채워 새 시 의 상을 생성하고 생성된 새 시  

상과 원본 상을 합성하여 최종 입체 상을 생성하게 

된다.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4호(2012.5)

196

  

            (a)                     (b)

  

            (c)                     (d)

  

            (e)                     (f)

[그림 13] 원본 이미지(a,c,e)와 최종 입체영상 생성 결과
(b,d,f)

4.2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 비교

생성된 입체 상의 오차율을 분석하기 해  SSIM 방

법을 이용하 다.

SSIM은 원 상과 비교 상의 식별 수  차이에 따라 

원 상을 1로 기 삼아 오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0에 

근하는 형태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표 1> 생성 영상 오차율 비교 표

상
SSIM

BMA Optical flow Proposed

railroad 0.694 0.725 0.936

claire 0.665 0.782 0.921

jogging 0.738 0.816 0.848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제안 알고리즘의 SSIM값이 높

아 보다 오차가 없는 상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2D 상을 3D 상으로 변환하기 해 

상의 단일 임을 추출하고 상의  값을 추정

하여 기 깊이 정보를 생성하고 Normalized cut을 이용

하여 얻은 객체 분할 결과에 기 깊이 값을 할당한 뒤 

각 객체의 내부 깊이 값이 같도록 평균값으로 보정하

다. 객체 외의 배경 역은 상의 에지 정보를 이용해 

깊이 정보를 생성하 다. 제안 방법은 다  임을 이

용한 방법에 비해 간단하고 기존방법에 비해 SSIM값이 

높아 보다 식별 수 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객체 추출을 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며 특정 을 갖는 상의 경우에도 깊이 

값을 추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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