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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입체 영상시스템의 좌-우 영상에 대한 실시간 동기 에러 검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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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3D 입체 영상시스템의 좌-우 영상에 대한 실시간 동기 오차를 검출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스테레오스코픽 동

영상의 경우 좌영상과 우영상의 동기가 편집과정의 실수나 영상전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시간적 동기가 맞지 않아 3D 입체 영상 품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적 동기화의 목표는 두 비디오 시퀸스에서 동기오차를 검출하고, 검출된 동기오차만큼 보정하는 것

이다. 이러한 동기오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스페시오그램(spatiogram) 특징에 추가적인 컬러 분포의 변화

및 컬러 분포의 공간적인 변화 특징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좌-우 영상의 시간적 동기오차를 검출하고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동기오차를 검출하기 위해 좌-우 영상의 동기 프레임(pair frame)을 검출한다. 이 때, 단일 프레임만으로는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

므로 일정한 시간의 블록 단위로 비교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다양한 3D 콘텐츠 영상들의 실험을 통하여 그 효

용성을 입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l-time temporal synchronization and compensation algorithm in stereoscopic video. Many temporal 
asynchronies are caused in the video editing stage and due to different transmission delays. These temporal asynchronies can 
degrade the perceived 3D quality. The goal of temporal alignment is to detect and to measure the temporal asynchrony and 
recover synchronization of the two video streams. In order to recover synchronization of the two video streams, we developed a 
method to detect asynchronie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video streams based on a novel spatiogram information, which is a 
richer representation, capturing not only the values of the pixels but their spatial relationships as well. The proposed novel 
spatiogram additionally includes  the changes of the spatial color distribution. Furthermore, we propose a block-based method for 
detection of the pair frame instead of one frame-based method. Various 3D experimen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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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서의 시간적 동기 오류 개선 개념도
Fig. 1. The concept of temporal synchronization in stereoscopic video

Ⅰ. 서 론

사람이 눈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볼 때, 왼쪽과 오른쪽 눈

은 미묘한 차이로 다른 영상을 보게 되고 두 영상의 차이를

통해 입체감을 느끼게 된다. 양안식(stereoscopic) 입체 영

상은 이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두 눈에 각기 다른 영상을

보여 주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만일, 
왼쪽 및 오른쪽 눈에 시간적으로 동기화 되지 않은 영상이

보여지게 된다면, 사람은 그 입체 영상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입체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체 영상에서 왼

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의 프레임간 동기화가 제대로 되었

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만약 좌우 영상 프레임이 서로 시

간적으로 동기화가 되지 않았을 때, 대응하는 3D영상이 어

느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

고 이를 다시 바르게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은 좌영상과 우영상으로 각각 구분

된다. 스테레오스코픽 동영상의 경우 좌영상과 우영상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의 연속이

어야 한다. 좌우 영상간 프레임의 동기화가 제대로 되지 않

는 경우, 즉 원래 생성될 때의 좌우 영상쌍(stereoscopic 

pair)이 시간적으로 어긋나게 배치되는 경우는 입체영상 촬

영, 저장, 배포, 전송, 재생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간혹 발생 할 수 있기에, 많은 양안식 입체영상을 저

작, 편집하는 툴, 입체영상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자가 직접

좌우 영상이 올바른 쌍(stereoscopic pair)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직접 편집하여 보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에 이 좌-우
영상의 시간적인 일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3D 디스플레이에

재생되는 입체영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입체감의 유무

및 영상의 어색함에 따라, 좌우 영상 프레임의 동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이 경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더라도 입체감의 유무나 영상의 어색함에 대한 구분이 주

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제대로 배치가 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1]. 

이러한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시간적 동기 오차를 검출하

여 동기 오류 보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오류 검출

및 보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스테레오스코픽 동영상의 시간적 동기 오류 검출 개

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안하는 시간적 동기 오류 검출은 첫번째로 좌-우 영상

간의 시간적 동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출하고, 
두번째 시간적 동기 오류가 검출되는 경우 우(또는 좌) 영
상을 기준으로 좌영상에서 스테레오 동기 프레임(stereo- 
scopic pair frame)을 검출한다(알고리즘 구현상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는 한번에 구현될 수도 있다). 좌-우 영상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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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테레오스코픽 비데오 영상에서 좌-우 동기 오류 검출 알고리즘 전체 흐름도
Fig. 2. The overall flowchart of temporal synchronization in stereoscopic video

동기 프레임이 검출되고, 동기오차가 있는 경우 그 동기오

차만큼 한쪽 영상을 지연하거나 선행함으로써 좌-우 영상

간 동기를 맞추게 된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실시간 동기화는 응용분야 및 동

기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콘텐츠 내에 동기화 마커나 타임

스탬프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동기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

지만 이러한 정보가 없는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동기화

문제는 3D 콘텐츠 자체를 프로세싱해서 동기 오류를 검출

하고 보정한다
[1]. 대표적으로 콘텐츠 자체를 분석해서 동기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2]
으로 좌-우 영상의 시퀸스를 분석하

고, 두 영상 시퀀스에서 검출된 2D 특징 불변점들을 활용하

여 Dynamic Programming 기법을 통한 동기 오류를 검출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L. Goldmann 외 2명이 제안

한 논문에서는 CCA(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를 이

용한 방법이 소개되었다
[1]. 여기서는 동영상을 시간별로, 

공간별로 분할한 뒤 각 타일의 매칭을 통해 동기 오류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시간적 동기가 맞지 않을 경우 스

테레오 영상 품질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실험적 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1,3].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많은 계산량

을 필요로 하며, 실시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

이 있고, 단일 프레임 기준으로 좌-우 영상비교는 3D 콘텐

츠에 따라서 좌-우 영상의 동기 프레임을 잘못검출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움직임이 비교적 적은 3D 콘텐

츠의 경우 동기 오류를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제안하는 동기 오차 검출 및 보정방

법을설명하고, 3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이용하

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효용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4장
에서는 결론 및 추후 과제를 기술한다. 

Ⅱ. 제안하는 스테레오스코픽 동기 오차 검출
및 보정 방법

스테레오스코픽 동영상에서 시간적 동기 오차를 알아내

고자하는 프레임을 라고 했을 때,   프레임의 왼쪽 영상

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즉 같은 시간의 영상이라

고 추측되는 오른쪽 영상 를 구하는 과정이곧좌-우 영

상의 동기 프레임(pair frame)을 검출하는 과정이면서 동시

에 동기 오차를 검출하는 과정이 된다. 구하고자 하는 동기

오차       와 같이 구해질 것이며, 이 때 동기 오차

의 단위는 프레임이 된다. 만약   이면 동기 오차가 없

는 것이며, 좌-우 영상이 동기화 된 것이다.
좌-우 동기 오차 검사를 위한 타겟 영상 에 대응하는

우영상 를찾기 위해모든우영상을 검색할 수 없으므로

최대 허용 오류 을 두면        이 된다. 

에 대응되는 오른쪽 동기 동기 프레임 의 를찾는 과정

은 다음 식 (1)과 같이 결정된다. 

  arg min             (1)

  
여기서 는 좌-우 영상간의 차이(또는 유사도(similar- 

ity))를 정의한 함수이다. 함수 가 두 영상간의 차이라고

가정하면값이 작을 수록 유사도(similarity)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동기 오류 검출 순서도는 그

림 2와 같다. 입력된 좌-우 영상에서 좌-우 영상의 동기 오

류 검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 프레임을 결정하고, 
결정된 기준 프레임에 대해 좌-우 영상 간 차이를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두 영상간의 동기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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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적 스페시오그램(spatiogram)을 활용한 동기
오류 검출 방법

스페시오그램(spatiogram)[3]
은 한 장의 영상에서모든화

소에 대한 히스토그램(histogram) 정보에 공간 개념을 추가

적으로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스페시오그램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간적인 변화 특징까지 추가적으로 활용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번째 빈(bin)에서의 시간적

스페시오그램은 다음 식 (2)와 같이 구성된다. 

     ′  ′  (2)

여기서 는 번째빈에 대한 컬러빈도값, 즉 번째빈

에 속하는 컬러 화소의 개수이며, u는 해당 빈에 속하는

화소들의 공간적인 중심 좌표로서 2차원 벡터가 된다. ′
는 의 시간적 변화량(동영상 시퀀스에서 이전 영상 프레

임과의 변화)이며 u′는 u의 시간적 변화량, 즉 해당 빈

컬러의 중심 이동 벡터이다. 시간적 변화량이란동영상 시

퀀스에서 이전 프레임에서의 번째빈값과 현재 프레임에

서의 번째 빈값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의 스페시오그램에 새롭게 추가된 시간적 변화량

을뜻하는 n′와 u′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전 영상 프레임의

스페시오그램을참고해야 한다. 즉, 프레임의 스페시오그

램을 구하려면  프레임과     프레임의 n , u를 구한뒤

프레임의 n′ , u′를 계산할 수 있다. 모든 컬러에 대한

n′   ′′   , u′  u′u′  
는 다음 식 (3), (4)

와 같이 정의된다.

n′  n   n    (3)

u′  u   u    (4)

여기서 가 0이면 움직임 벡터를 구할 수 없으므로 ut
가 null이 된다. ut가 null 이거나 ut 이 null이면 u′  또

한 null이 된다.

2. 단일 프레임 단위 좌-우 동기프레임 검출

앞 절에서 정의한 시간적 스페시오그램을 활용하여, 일
반적인 단일 프레임 단위

[1-3] 좌-우 영상의 동기 프레임(pair 
frame)을 검출하는 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3와 같다. 좌영

상의 프레임에 대응하는 우영상의 는 식 (1)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다. 

  

그림 3. 좌-우 동기프레임 검출을 위한 단일 프레임 비교 개념
Fig. 3. The frame-based pair-frame detection method

그림 4. 블록단위 동기프레임 검색 방법
Fig. 4. The block-based pair-frame detection method

두 좌-우 영상  , 의 차이를 시간적 스페시오그램으

로 구할 때는 시간적 스페시오그램의 컬러 분포 특징 n , 
컬러 분포의 변화 n′ , 컬러분포 움직임벡터 u′를 서로 비

교하여 좌-우 동기 프레임(pair frame)을 검출한다. 각각의

특징에 대한 차이값은 다음 식(5), (6),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   
  



 ′ 
  ′ 

 (6)

′    
  



 
 · 

 



 u′ 
  u′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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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평 방향으로의 영상 분할
Fig. 5. The concept of horizontal image division 

식 (5), 식 (6), 그리고 식 (7)에서  , ′ ,  ′은 각각

컬러분포 특징 , 컬러 분포의 변화 ′ , 움직임벡터 u′를
좌-우 영상에서 구한 시간적 스페시오그램간의 차이값이

다. 식 (7)에서 
 · 

 




는 가중치로서 화소의 개수

가 많은빈(bin)의움직임을 더크게반영하는역할을 한다. 

화소의 개수가 0인 빈에서 u j  및 u′가 null로 나타날 때

가중치가 0이 되어 그 빈에서의 영향은 없게 된다. 
각각의 특징은 영상간의 차이를완벽하게 보여주지못하

므로 식 (8)과 같이 세가지 특징 모두에 대한 선형결합을

이용하면좀더 정확한 좌-우 영상간의 동기 프레임을찾을

수 있다. 

     ·      · ′  

 · ′  
(8)

  
여기서  ,  , 는 좌-우 영상간의 비교에서 각각 컬러

분포 특징 , 컬러 분포의 변화 ′ , 움직임벡터′에 대한

가중치이다. 이는 각각의 특징 벡터를 정규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다음 식 (9)와 같이 정의되는 것이 적합하다.

n   ≈ n′  ≈ u′  (9)

여기서 은 미래에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할 대상이 되는

모든 영상에 대한 평균으로서 사실상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은 앞선 식 (2)에서 나타난 정규화에

의해항상 1이 되지만 나머지 특징벡터의평균 크기는 쉽

게 가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각의 비례상수는 다양한 3D 
콘텐츠 실험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3. 블록단위 좌-우 동기 프레임 검출 방법

좌-우 동영상에서 단 한 프레임간의 변화는매우 작기 때

문에 바로 인접한 프레임 간의 차이만을 이용하여 동기 프

레임을 검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간의흐름에

따른 컬러 분포 및 움직임 벡터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특정한 간격의   프레임을 모아서 동기 프

레임을 검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앞 절에서 언급

한 식 (8)을 이용하여   프레임 동안의 블록영상을 모두

비교하여얻는 방법을 구하면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이
는 식 (1)에 대한 변형이다. 검출된 동기 프레임을 이용하면

단일 프레임과 동일하게 좌-우 영상의 동기오차를 최종적

으로 판별할 수 있다.   

  argmin 
    

  

       (10)

  

4. 영상 분할 적용

한 프레임의 영상은 상당히 복잡한 장면 구성을 가지고

있다. 영상의 일부분만 변화되거나, 영상의 부분에 따라움

직임벡터가 다른 경우 등 영상의 특징은 지역적으로 나타

난다. 그러므로 영상을 영역 별로 분할하여 좌-우 영상의

유사도를 비교하면 전체 영상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에서 한 물체의 위

상 차이는 X축방향으로 나타나므로 영역을 좌우로 나누게

되면 영역의 경계 부분에서 물체가 출현하는 영역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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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테스트 비데오 #1                                          (b) 테스트 비데오 #2

                  (a) Test video #1                                            (b) Test video #2

그림 6. 두개의 테스트 스테레오스코픽 동영상의 왼쪽 영상에 대한 샘플 프레임들
Fig. 6. Two example video frames of left-side stereoscopic test videos

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림 6과 같이 영상을 상-하로 분할하여 비교하는 것을 제

안한다. 하나의 영상을 개의 영역으로 분할했을 때, 좌-
우 영상의 차이   는 다음 식 (11)과 같이 정의된

다. 

    
  




 

 (11)

여기서 
 , 

는 전체 좌-우 영상  , 에서 영역만

을 의미한다. 

III.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테레오스코픽 동기검출 방법에 대

한 검증은 실제 3DTV 방송 콘텐츠를녹화하여 10초 정도

의 3D 동영상 14개의클립, 총 4,200 프레임에 대해 실험하

였다. 그림 6은 14개의 영상 중 3개의 샘플 영상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그림 7(a)의 영상#1번 영상은 단순하지만매

우 동적인 영상이며, 그림 6(b)의 영상#2는 복잡하게 구성

되었지만 움직임이 제한적인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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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상 #1에 대한 단일프레임 단위 검출결과
(a) Detection result of frame-based method for video #1

(b) 영상 #2에 대한 단일프레임 단위 검출결과
(b) Detection result of frame-based method for video #2

(c) 영상 #2에 대한 스페시오그램 특징값을 다양하게 선택했을 때의 실험결과
(c) Experimental results of various spaciogram features for video #2

그림 7. 단일 프레임 단위의 동기 오류 실험결과
Fig. 7. The experimental results of a frame-based pair-frame de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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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영상 #2에 대한 블록단위 동기 오류 검출 결과
 Fig. 8. The experimental results of a block-based pair-frame detection for video #2 

실험은 동기 오류가 없는 실험 영상을 이용하여 좌영상

각각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우영상에서 동기 프레임을 검출

하였다. 그림 9는 2개의샘플 콘텐츠에 대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이다. 동기오차가 없는 테스트

영상이므로 각각의 300개 프레임 모두 동기오차가 0으로

나오면 정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총 14개의 콘텐츠(4200 프레임)에 대하여 실험하였고 대

표적인 두 콘텐츠의 결과를 그림 6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먼저 동기 오류가 없는 그림 6와 같은 2개의 콘텐츠에서

두 영상은모두 오류가 없으므로 시간적 동기 검출 결과가

모두 0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7(c)의 결과는 스

페시오그램 특징값 비교에서 세 가지 모두를 활용하는 것

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영상 #2에 대한 단일 프레임 단위 비교가 아닌

블록 단위로 동기오차를 검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

험결과에서 영상#1은 단일 프레임 단위나 블록프레임 단위

모두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영상#2는 단일 프레임으로 검

출한 동기오차는 약 29%정도의 정확도 밖에 안된다. 하지

만 그림 10과 같이 블록단위로 검출한 결과는 68%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테스트 동영상에서 오른쪽 시퀸스에만 3프레임

만큼 딜레이를 적용하여 실험하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오

류 결과는 –3이 되며, 동일한 정확도를 나타냈다.

전체 컨텐츠에 대한 블록 크기 11의 실험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은 각 컨텐츠에 대한 정확도 결과로서 상당히 낮은

값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실험은 영상의모든프레임에 대

한 실험으로서 상당수는 사람의 눈으로도 오차를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의 영상이 대부분이다. 즉, 영상의 컨텐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컨텐츠는 근본적으

로 오류 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장 오류를 발견하기

쉬운 부분은 장면 전환이 있는 부분으로서 급격한 영상 변

화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쉽다. 직접 사람이 찾아낸 장면

전환프레임만 따로 취급하여총그 결과를 확인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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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Snapshot Accuracy(%) Representative Snapshot Accuracy(%)

100 41

79 88

27 17

18 66

68 82

45 8

72 28

표 1. 14개의 스테레오스코픽 컨텐츠에 대한 실험 결과
Table 1. The experiment results for 14-stereoscopic videos

Number of total 
frames

Number of 
Cutaway frames Accuracy

4200 32 100%

표 2. 장면 전환 프레임들에 대한 오류 검출 결과
Table 2.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only cutaway frames

본 실험은 i7 CPU에 대한 점유율 20%에서 640*360 크
기의 영상에 대해 평균 12 ms/frame 의 속도로 수행되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D 콘텐츠의 좌-우 동기오차를 검출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 실시간 동기오차 검출 및 보정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스페시오그램

(spatiogram) 정보에 추가적으로 공간적인 컬러분포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량을 활용하여 좌-우 영상의 동기 동기프레

임을 검출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동기 프레임 검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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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 영상을 비교할 때, 단일 프레임 단위 비교보다 블록

단위의 비교적 긴 시간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였고, 실험결과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좌-우 동기오차 검출방법은 실험을 통하여

실시간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입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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