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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 왼쪽과 오른쪽 영상 사이의 프레임 동기가 맞지 않아 시청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영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에 따른 시간적 프레임 차분 영상을 이용한 동기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스테레오 조정

(rectification) 과정을 통해 수직 시차를 보정한 왼쪽과 오른쪽 입력 동영상에서 시간적 프레임 차분 영상을 구하고, 두 차분 영상들에

대한 수평 방향 프로파일을 계산한다. 그 다음, 두 수평 프로파일의 절대 오차에 대한 평균 (mean of absolute difference(MAD))을 계

산하여 그 값이 최소가 되는 프레임 조합을 찾아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동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두 영상의

프레임 동기가 맞는 프레임 조합에서 최소 MAD 값을 기록하여 제안 방법을 통해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프레임 동기화가

가능하며, 제안 방법이 가우시안 잡음이나 H.264/AVC를 이용한 동영상 압축에 대해서도 강인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frame synchronization for stereoscopic 3D video to solve the viewing problem caused by 
synchronization errors between a left video and a right video using the temporal frame difference image depending on the 
movement of objects. Firstly, we compute two temporal frame difference images from the left video and the right video which are 
corrected the vertical parallax between two videos using rectification, and calculate two horizontal projection profiles of two 
temporal frame difference images. Then, we find a pair of synchronized frames of the two videos by measuring the mean of 
absolute difference (MAD) of two horizontal projection profil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for stereoscopic 3D video, and is robust against Gaussian noise and video compression by H.264/A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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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의 두 눈은 정면을 바라보며 수평방향으로 차이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1]. 이 때 두 눈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양안거리 (inter ocular distance; IOD)라 하며, 양안거리는

사람의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험통계에

의하면 백인 성인 남성 기준 평균으로 약 65mm 라고 한

다
[2,3]. 사람의 한 눈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시야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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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인데 이 가운데 두 눈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양안

시야 범위 (binocular field)는 약 로, 이 양안 시야 범

위 영역에서는 두 눈의 영상 정보가 서로 중첩되지만, 다른

쪽 눈에서 볼 수 없고 한 쪽 눈에만 보이는 영역 (monocular 
sector)이 약  존재한다

[4].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 눈은

조금 다른 영상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4]. 이 두 영상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융합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이클로피언 영상 (cyclopean image;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머의 소설 ‘Odyssey’에 등장하는 외눈박이 거인 Cyclops
에서 유래되었으며, 가운데 위치한 한 눈으로 본 것처럼 뇌

에서 인지되는 영상) 정보와 그에 관한 거리 정보를 인지하

게 된다
[1,4]. 이러한 사람의 시각 시스템 특징을 양안시차

(binocular disparity)에 의한 입체감 인지라고 부른다
[5,6]. 하

지만 2D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볼 경우에는 이런

양안시차에 의한 입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안에 의한 입

체감 (물체의 크기, 진출 색과 후퇴 색, 선 원근법, 공기투

시, 중첩 등)만 얻을 수 있다
[7,8].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2D 영상을 보완하여 양안시차의 원리를 이용하여 왼쪽과

오른쪽 눈에 시차를 갖는 다른 두 영상을 각각 보여줌으로

써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 바로 스테레오

스코픽 3D 영상이다
[1]. 하지만 실제 스테레오스코픽 3D영

상의 제작과 시청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널리 대중화되지는 못하다가 디지털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보완되면서 오늘날에는 많은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3D 영화와 3DTV 방송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 기

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프레임 동기화 문제이다
[5,8]. 왼쪽과 오른쪽 눈에 각각 보여줄 두 영상이 같은 시간

대에 얻어진 영상이 아닐 경우, 두 영상은 뇌에서 하나로

융합되기 어렵고, 잔상에 의한 고스트 효과 (ghost effect)가
발생하여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 시청에 많은 어려움

을 준다
[8].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 동영상 간에

1/120초의 지연시간,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보다 더

미세한 지연 시간이 발생하더라도 영상에서 그 차이를 인

지할 수 있다고 한다
[10]. 실제로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한 영

상의 획득과 저장 과정에서의 속도 차이에 따른 오류, 스테

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편집 및 부·복호화, 전송 과정상

에서의 오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두 영상 간의 프레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카

메라 시스템에 동기신호 발생장치 (synchronization signal 
generator)를 부착하여 두 카메라에 동시에 동기 신호를 보

내 동기를 맞추는 기술 (generation locking; gen-lock)을 적

용하거나, 영상 안에 타임 코드 (time code)를 삽입하기도

하고, 편집과정에서 두 영상에 녹음된 소리를 분석하여 프

레임 동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9], 이런 방법들은 프레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로부터도

움을 얻어야 하고,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시청 단계

에서의 프레임 동기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또
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 방송 스트림간의 동기화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11, 12], 이 경우에도 방

송 스트림에포함된 원본 동영상 자체의 동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프

레임 동기화 문제에 관하여 별도의 하드웨어 도움 없이모

든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영상 자체의 특성만을 이용

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동기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서 물체의 움직

임에 따른 차이를 이용하여 두 영상 사이에서 동기화가 맞

는 한쌍의 영상 프레임을 찾는 방법을채택하였다. 본 논문

의 2장에서는 수직 시차 보정 방법, 전 프레임과의 차분 값

들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 (horizontal projection 
profile)[12] 계산 및 이를 통해 동기화를 위한 프레임 조합

찾기 방법 등 제안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한 서술하고자 한다.

Ⅱ. 제안방법

1. 입력 영상의 수직시차 보정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스테레오 카메

라는 주시각의 조절 여부, 카메라나 렌즈의 배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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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축 카메라, 교차축 카메라 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 때, 
교차축 카메라로 획득된 영상이나 수직 정렬이 맞지 않은

평행축 카메라에서는 두 영상 사이에 수직 시차가 발생하

게 된다
[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

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에 대한 캡스트럼

(cepstrum)[14]
을 구하여 수직 시차의 발생 여부를판별하고, 

수직 시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영상들에 대해 움직임이

없는 배경 부분에서의 특징점 추출과 기본 행렬 (funda- 
mental matrix)을 이용한 스테레오 조정 (rectification) 과
정

[15,16]
을 통해 수직시차에 대한 보정을 하였다

[17]. 이때

스테레오 조정 과정에서의 오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

다
[17]. 또한 두 영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색상이나 밝기

의 차이, 렌즈의 왜곡으로 인한 차이 등은 없다고 가정하

였다.

2. 시간적 차분 영상에 대한 수평방향 투영 프로파일
계산

평행축 카메라로 얻은 영상 혹은 스테레오 조정 과정을

통해 수직 시차를 보정한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왼

쪽과 오른쪽 영상 사이에는 수직 시차 없이 수평 시차만

존재하게 된다
[18].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두 동영

상에서 각각 물체의 움직임 차이를 알기 위해 전 프레임

과의 시간적 차분 영상을 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을 각각 계산하여 왼쪽과 오른쪽 프레임에

서의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 값이 가장 유사할 때 두

프레임의 조합이 동일 시간대에 획득된 프레임 조합일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스테레오스코픽 3D 입력 영상의 왼쪽 영상을  , 오른쪽

영상을  이라 할 때, 영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

는 전 프레임과의 시간적 차분 영상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

∆     (2)

여기에서 ∆ , ∆은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서의 시간적

차분 영상을, 와 는 영상에서 화소의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 위치를, 그리고 는 동영상에서의 프레임번호를 각각

뜻한다.
이렇게 얻은 두 영상의 차분 값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

  
  

 ∆ (4)

여기에서 와 는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에서의

시간적 차분 영상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이이고, 
는 영상에서의 수평 방향으로의 화소 개수 (영상의 가로

길이)를 뜻한다.

3. 동기화된 프레임 조합 찾기

왼쪽 동영상과 오른쪽 동영상에서 동기화된 프레임 조합을

찾기위하여두동영상에서각프레임에대한수평방향투영

프로파일의유사도를찾기위하여본논문에서는 와  

사이의 mean absolute difference (MAD)를사용하였다. 

와  사이의 MAD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

여기에서 는 영상에서의 수직 방향으로의 화소 개수

(영상의 세로 길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프레임 동기가 맞

는 왼쪽 동영상과 오른쪽 동영상의 프레임 조합은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arg   (6)

여기에서 는 앞서거나 지연된 프레임을 나타내며 식

(6)을이용하여 동기화된 프레임 조합인  을 찾아

왼쪽 동영상과 오른쪽 동영상 사이의 프레임 동기를 맞출

수 있다.



박영수 외 2인 :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을 위한 동기화 방법 853
(Youngsoo Park et al. : A Method of Frame Synchronization for Stereoscopic 3D Video)

      

(a) (b) (c)

        

(d) (e) (f)

그림 3. 제안 방법에 따른 MAD 결과 그래프 : (a) Basket; (b) Boxers; (c) Hall; (d) Lab; (e) News report; (f) Phone call
Fig. 3.  MAD graphs of proposed method : (a) Basket; (b) Boxers; (c) Hall; (d) Lab; (e) News report; (f) Phone call

   

(a) (b)             

   

(c) (d)

 

(e) (f)

그림 1. 스테레오스코픽 3D 실험 동영상 : (a) Basket; (b) Boxers; (c) Hall; 
(d) Lab; (e) News report; (f) Phone call
Fig. 1. Test stereoscopic 3D video contents : (a) Basket; (b) Boxers; 
(c) Hall; (d) Lab; (e) News report; (f) Phone call

   

(a) (b)             

   

(c) (d)

 

(e) (f)

그림 2. 비월주사방식의 스테레오스코픽 3D 실험 동영상 : (a) 100m; (b) 
Athletic; (c) ra-ra-ra; (d) f(x); (e) After school; (f) 5dolls 
Fig. 2. Test interlaced stereoscopic 3D video contents : ((a) 100m; (b) 
Athletic; (c) ra-ra-ra; (d) f(x); (e) After school; (f) 5d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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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4. 비월주사방식에서의 제안 방법에 따른 MAD 결과 그래프 : (a) 100m; (b) Athletic; (c) ra-ra-ra; (d) f(x); (e) After school; (f) 5dolls
Fig. 4. MAD graphs of proposed method in interlaced scan mode: (a) 100m; (b) Athletic; (c) ra-ra-ra; (d) f(x); (e) After school; (f) 5dolls

III. 실 험

1. 실험환경

논문에서 제안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왼쪽

과 오른쪽 영상 프레임 동기화 방법을검증하기 위해 그림

1의 6가지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 실험 콘텐츠 - 
Basket, Boxers, Hall, Lab, News report, Phone call 
×  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19]. 또한비

월주사방식에 대한 실험을 위해 6개의 비월주사방식의 스

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 실험 콘텐츠 – 100m, athletic, 
ra-ra-ra, f(x), After school, 5dolls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Intel i5 CPU, 4GB RAM을 갖춘 컴퓨터에서 MATLABⓇ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실험은 모두 4가지 - 제
안 방법 검증을 위한 실험, 비월주사방식 (interlaced) 동영

상에 대한 실험, 가우시안 잡음에 대한 강인성에 대한 실험, 
그리고 동영상 압축에 대한 강인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

였고, 동영상 압축은 H.264/AVC 참조 소프트웨어인 JM 
18.4를 사용하였다. 

2. 제안방법 검증 실험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실험 동영상들의 왼

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 프레임을 직접눈으로확인하여 프

레임에 대한 동기를 수동으로 맞추고, 그에 따라 왼쪽 동영

상과 오른쪽 동영상의 프레임 번호를 정하였다. 그 다음에

왼쪽 동영상의 기준 프레임과 프레임 동기화가 맞는 오른

쪽 프레임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스테레오스코

픽 3D 동영상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프레임 오차

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9], 사람이 연속된 정지 영상들을

동영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최대 시간 (1/16초)과 우리나라

디지털 HDTV 방송규격  × 에서의 화면

재생률
[20] 관계를 참고하여 오른쪽 동영상의 최대 앞선 프

레임과 지연 프레임의 범위를 각각 4 프레임으로 설정하였

다. 그림 3은 6개의 실험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 대

해서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래프이다. 그
래프에서 보여주듯이 6개의 실험 동영상 콘텐츠 모두에서

왼쪽 영상에 대한 오른쪽 영상 프레임 조합 중, 오른쪽

영상의 지연 프레임   일 때의 프레임 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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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5. 제안 방법의 가우시안 잡음   에 대한 강인성 실험 MAD 결과 그래프 ( 파란색 실선 - 가우시안 잡음 첨가 영상, 빨간색 점선 - 원본 영상) 
: (a) Basket; (b) Boxers; (c) Hall; (d) Lab; (e) News report; (f) Phone call
Fig. 5. MAD graphs of robustness of proposed method against Gaussian noise     (blue line - Gaussian noise added video, red dotted 
line - original video) : (a) Basket; (b) Boxers; (c) Hall; (d) Lab; (e) News report; (f) Phone call

 

(d) (e) (f)

  

(d) (e) (f)

그림 6. 제안방법의동영상압축 (H.264/AVC, QP=32)에대한강인성실험 MAD 결과그래프 (녹색실선 - 압축영상, 빨간색점선 - 원본영상) : (a) Basket; 
(b) Boxers; (c) Hall; (d) Lab; (e) News report; (f) Phone call
Fig. 6. MAD graphs of robustness of proposed method against video compression (H.264/AVC, QP=32) (green line - compressed video, red dotted 
line - original video) : (a) Basket; (b) Boxers; (c) Hall; (d) Lab; (e) News report; (f) Phone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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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값이 최소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1은 제안 방법의

복잡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된 계산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와 보듯이 스테레오 조정 과정에서 계산의 복

잡성으로 인하여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실험 콘텐츠
스테레오 조정 과정

계산 시간 (초)
동기화 과정

계산 시간 (초) 총 계산 시간 (초)

Basket 2.00 0.52 2.52

Boxers 2.33 0.51 2.84

Hall 5.04 0.50 5.54

Lab 3.23 0.53 3.76

News report 2.04 0.52 2.56

Phone call 1.68 0.52 2.20

평균 2.72 0.52 3.24

표 1. 제안 방법의 계산 처리 시간
Table 1. The processing time of proposed method

 

 3. 비월주사방식에서의 검증

동영상을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에는 크게 한 번에 화면

전체를 주사하여 보여주는 순차주사방식 (progressive)과
화면을 홀수와 짝수 필드 (가로줄)로 나누어 각 필드를 번

갈아 주사하는 비월주사방식 (interlaced) 방식이 있다
[21] . 

보통 비월주사방식의 경우, 화면의 깜박임을 줄이고 보다

자연스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하여순차주사방식의 두배

의 화면재생률을 사용하게 되며,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도

이러한 비월주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 비월주사방식의 동영상에도 적용가능한

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오른쪽 동영상

의 최대앞선필드와 지연필드의 범위는 각각순차주사방

식을 이용한 실험의 두 배인 8 필드로 설정하였다. 그림 4
는비월주사방식에서의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데, 비월주사방식의 동영상에서도 제안 방법을 통해 프레

임 동기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래프 결과에서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에서의 MAD 값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통해 제안 방법이 두 동영상 사이의 수직 시차에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4. 잡음과 동영상 압축에 대한 강인성 실험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잡음과 영상 압축 환경에

서의 강인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잡음에

대한 강인성 실험을 위해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부가적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 환경 모델

[22]
에서 가우시안 잡음이  

인 것을 감안해서, 이 보다 더 잡음이 많이섞인환경인 가

우시안 잡음   을 원본 동영상에 부가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잡음부가 동영상들의 평균 PSNR = 24.29 dB). 
또한 영상 압축 환경에서의 강인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을 위해서 고선명 텔레비전 (high definition television; 
HDTV)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화질로 느껴질수 있다고 알

려진 PSNR = 35 dB의 영상 화질
[23]

과비슷한 화질로 영상

압축이 가능한 H.264/AVC 동영상 압축방법,   를

사용하여 영상 압축을 실시하였다 (압축된 동영상들의 평

균 PSNR = 35.12 dB). 그림 5는 잡음에 대한 강인성, 그림
6은 동영상 압축환경에서의 강인성에 대한 실험 결과 그래

프로, 그래프에서 보듯이 6개 실험 콘텐츠 모두 가우시안

잡음과 동영상 압축 환경에서도 올바른 동기화 프레임 조

합에서 가장 낮은 MAD 값을 나타내어 제안 방법을 통해

스테레오스코픽 3D 동기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5. 실험 결과와 토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스테레오스코

픽 3D 영상에서 프레임 동기화가 가능하고, 비월주사방식

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가우시안 잡음과 동영상 압축에도

강인함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안 방법은

계산 처리 시간이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다 빠른 계산 처리 시간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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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과 오른쪽 동영상에 대한 프레임 동기를 맞추기 위해

서 두 영상에서 시간의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프레임 사이의

차이를 통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통한

프레임 동기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왼쪽 동영상

과 오른쪽 동영상의 프레임에서 스테레오 조정 과정을 통해

수직 시차를 보정한 다음, 현재 프레임 영상과 전 프레임 영

상에서 시간의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차 영상을 얻고, 이 차

영상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을 구해서 이들에 대한

절대 오차 평균을 계산하여 그 값이 최소가 되는 프레임 조

합을 찾아 이들이 프레임 동기가 맞는 프레임 조합이라고

판단하여 프레임 동기를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

과를 통해 제안 방법으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프레

임 동기화가 가능하며, 이를순차주월방식의뿐만 아니라비

월주사방식의 동영상에도 적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제안 방법이 가우시안 잡음 (  ) 환경과 동영상 압축

환경 (H.264/AVC,   )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강인성

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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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4월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시스템연구부 부장
- 2005년 9월 ~ 현재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 겸임교수
- 주관심분야 ：차세대 방송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