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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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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영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에 따른 차이를 이용한 프레임 동기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식은 교정화 과정을 통해 수직 시차를 보정한 왼쪽과 오른쪽 입력 영상에서 각각 전 영상과의 

차분 값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을 구하고, 이들의 절대 오차에 대한 평균 (mean of absolute 

difference(MAD))를 계산해 최소값이 되는 프레임 조합을 찾아 프레임 동기를 맞추는 방법이다. 실험결과, 

프레임 동기가 맞는 프레임 조합에서 최소 MAD 값을 기록하여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프레임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정 잡음이나 영상 압축 조건에 대해서도 동작함을 알 수 있다.  

 

1. 서론 

 
사람의 두 눈은 정면을 바라보며 수평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위치하고 있다 [1]. 이 때 두 눈 사이의 거리를 

양안간격 (inter ocular distance (IOD))이라 하며, 

IOD 는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험통계에 의하면 백인 성인 남성 기준 평균으로 약 

65mm [2] [3], 한국 사람의 평균으로는 약 60.59 mm 

[4]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 눈은 IOD 만큼의 

시차가 존재하는 다른 두 영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두 

영상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융합과정을 통해 

하나의 “Cyclopean” 영상 정보와 거리 정보를 인지하게 

된다[1]. 이러한 사람의 시각 시스템 특징을 양안시차 

(binocular disparity)에 의한 입체감 인지라고 한다 

[5][6]. 하지만 2D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볼 

경우는 이런 양안시차에 의한 입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안에 의한 입체감 (물체의 크기, 진출 색과 후퇴 색, 

선 원근법, 공기투시, 중첩 등)만 얻을 수 있다 [7].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2D 영상의 대안으로 

양안시차의 원리를 이용하여 왼쪽과 오른쪽 눈에 시차를 

갖는 다른 두 영상을 각각 보여줌으로써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 바로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이다 [1]. 

하지만 실제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제작과 

시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널리 대중화되지는 못하다가 디지털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보완되면서 

최근에는 수 많은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3D 영화와 

3DTV 방송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 기

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프레임 동기화 문

제이다 [9]. 왼쪽과 오른쪽 눈에 각각 보여줄 두 영상이 

같은 시간대에 얻어진 영상이 아니라 지연 시간이 있는 

다른 시간대에 얻어진 영상일 경우, 두 영상은 뇌에서 하

나로 융합되지 않고 시간 지연에 따른 잔상이 남는 이중

상으로 인지되어 스테레오스코픽 3D 콘텐츠 시청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9]. 사람 눈의 각막에 영상이 머무는 시

간은 약 1/16 초이며, 이 시간이 사람의 눈이 영상을 판

독할 수 있는 최소 시간 단위가 된다 [10]. 하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 영상 간에 1/120 초의 지연

시간,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보다 더 미세한 지연 

시간이 발생하더라도 영상에서 잔상 현상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 [9]. 실제로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한 영상의 

획득과 레코딩 하는 과정에서의 속도의 차이에 따른 오

류,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편집 및 부복호화, 전송 

과정 상에서의 오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두 영상 

간의 프레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스테레오 카메라에 이를 위한 genlock 장치를 부착하

거나 타임코드를 삽입하기도 하고, 편집과정에서 두 영상

에 녹음된 소리를 분석하여 프레임 동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9] 이런 방법들은 프레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하고,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시청 단계에서의 프레임 동

기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프레임 동기화 문제에 관하여 별도의 하드웨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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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모든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에 따른 차이를 이용하여 두 

영상 사이의 프레임 동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 장에서는 수직 시차 보정 

방법, 전 프레임과의 차분 값들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 (horizontal projection profile) [11] 계산 및 

이를 통해 동기화를 위한 프레임 조합 찾기 방법 등 

제안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한 서술하고자 한다. 

 

2. 제안 방법 
 

(1) 입력 영상을 위한 수직 시차의 보정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는 주시각의 조절 여부, 카메라나 렌즈의 배치에 

따라서 평행식 카메라, 교차식 카메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차식 카메라로 획득된 영상에서는 두 

영상 사이에 수직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에 대한 켑스트럼 (cepstrum) [12]을 

구하여 수직 시차의 발생 여부를 판별하고, 수직 시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영상들에 대해 특징점 추출과 기본 

행렬 (fundamental matrix)을 이용한 교정화 

(rectification) 과정 [13][14]을 수행해 수직시차에 

대한 보정을 하도록 하였다[15]. 이때 교정화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하여 최대 0.8°의 수직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수직 시차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16]. 또한 이들 스테레오스코픽 3D 입력 

영상 사이에는 카메라 부조화 - alignment, photometric 

mismatch, geometric mismatch 등의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2) 차분 값의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 계산 
 

수평축 카메라로 얻은 영상 혹은 교정화 과정을 통해 

수직 시차를 보정한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왼쪽과 

오른쪽 영상 사이에는 수직 시차 없이 수평 시차만 

존재하게 된다[15].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두 

영상에서 각각 물체의 움직임 차이를 알기 위해 전 

영상과의 차분 값을 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을 계산하여 그 값이 최소가 될 경우 동일 

시간대에 획득된 프레임 조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스테레오스코픽 3D 입력 영상의 왼쪽 영상을  , 

오른쪽 영상을   이라 할 때, 영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전 프레임과의 차분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 

            .              (2) 

 

여기에서      은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서의 전 

프레임과의 차분 값을, 그리고    는 왼쪽과 오른쪽 

동영상 각각에서의 프레임 번호를 뜻한다. 

이렇게 얻은 두 영상의 차분 값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 

                  
   .          (4) 

 

여기에서      는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의 차분 

값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이이고,      는 

영상에서 해당 화소의 가로와 세로 위치, 그리고  는 

영상에서의 가로 길이 (수평축 상의 화소 개수)를 

의미한다. 

 

(3) 동기화를 위한 프레임 조합 찾기 
 

두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을 비교하기 위한 mean of 

absolute difference (MAD)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5) 

 

여기에서  는 영상에서의 세로 길이 (수직축 상의 

화소 개수)를 나타낸다. 

프레임 동기화를 위해서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에 

대한 MAD 값이 최소가 되는 프레임 조합은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for             .  (6) 

                      .          (7) 

 

 여기에서  는 왼쪽 영상의 프레임에 대한 오른쪽 

영상의 지연 프레임을,    는 프레임 동기가 맞는 오른쪽 

영상의 지연 프레임을 뜻하고,  은 최대 지연 프레임을 

의미한다. 또한            은 프레임 동기가 맞는 

왼쪽과 오른쪽 영상의 프레임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3. 실험 
 

(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왼쪽과 오른쪽 영상 프레임 동기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 - Board (720x480), 

 

     
          (a)                       (b) 

     
          (c)                       (d)  

그림 1. 실험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 : (a) Board; 

(b) Football; (c) Genie; (d) Gyebaek. 

208



2012년 한국방송공학회 추계학술대회 

Football (720x480), Genie (1920x1080), Gyebaek 

(1920x1080)을 실험 동영상으로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을 위해 먼저 실험 동영상들의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 프레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프레임에 

대한 동기를 맞추고, 그에 따라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의 프레임 번호를 정하였다. 이때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프레임 오차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9], 사람이 영상을 판독하는 최소 

시간 (1/16 초)과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 규격에 따른 

화면 재생률 (60i Hz) [17]의 관계를 참고하여 오른쪽 

영상의 지연 프레임             로 설정하여 왼쪽 

영상에 대해 오른쪽 영상의 9 개의 프레임을 차례로 

대응시켜 각각 한 쌍의 스테레오스코픽 입력 영상으로 

사용하였고,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프레임 동기화를 위한 

프레임 조합을 찾을 수 있는 지 실험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이 잡음에 강인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Football 

(Gaussian 잡음), Board (salt & pepper 잡음) 영상에 

잡음을 첨가하여 제안방법을 적용시켜 보았고, 제안 

방법의 영상 압축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Genie 

(왼쪽 영상:MPEG-2@12 Mbps, 오른쪽 영상:H.264@6 

Mbps), Gyebaek (왼쪽,오른쪽 영상 :MPEG-2@9 

Mbps)의 영상 압축 조건으로 압축한 결과 영상에 제안 

방법을 적용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 결과 
 

그림 2 는 4 개의 실험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 

대해서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4 개의 실험 동영상 콘텐츠 

모두에서 왼쪽 영상에 대한 오른쪽 영상 9 개 프레임 

조합 중, 오른쪽 영상의 지연 프레임    일 때의 

프레임 조합에서 MAD 값이 최소값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 은 제안 방법의 잡음이나 영상 압축 조건에 

따른 강인성에 대한 실험 그래프로 4 개의 조건 모두에서 

프레임 동기화가 된 프레임 조합에서 최소 MAD 값을 

기록함으로써 제안 방법이 잡음이나 영상 압축에도 

강인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에서 프레임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제안하는 방법에는 아직까지 여러 제약 조건들 – 

카메라 부조화, 교정화 오류에 따른 수직 시차 발생,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없는 동영상 제외 등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제약 조건이 없어도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의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 대한 프레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서 물체의 움직임 차이에 

따른 전 프레임과의 차분 값에 대한 수평 방향 투영 

프로파일을 구하고, 이에 대한 최소 MAD 값을 이루는 

프레임 조합을 찾아 프레임 동기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으로 스테레오스코픽 

3D 동영상에서의 프레임 동기화가 가능하며, 잡음이나 

영상 압축 조건에서도 강인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2.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의 9 개 지연 

프레임들에 대한 MAD 값 그래프 : (a) Board; (b) 

Football; (c) Genie; (d) Gyebaek.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원과제인 “무안경 다시점 3D 지원 UHDTV 방송기술 개발” 

(KCA-2011-11921-02001)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9



2012년 한국방송공학회 추계학술대회 

 
(a) 

 
(b) 

 
(c) 

 
(d) 

그림 3. 제안 방법에 대한 잡음, 영상 압축 강인성 

실험 그래프: (a) Board (Gaussian 잡음 첨가); (b) 

Football (salt&pepper 잡음 첨가); (c) Genie 

(왼쪽:MPEG-2@12Mbps, 오른쪽:H.264@6Mbps 

영상 압축); (d) Gyebaek (왼쪽, 오른쪽:MPEG-

2@9Mbps 영상 압축). 

 

참고 자료 
 

[1] M. J. Tovee, An Introduction to the Visual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2008. 

[2] M. J. Hirsch and F. W. Weymouth, “Distance 

discrimination I Theoretic consideration,”Archiv 

es of Ophthalmology, Vol.39, pp.210-223, 1948. 

[3] N. Dodgson, “Validation and extrema of human in 

    terpupillary distance,”Proc. SPIE Stereoscopic 

Displays and Virtual Reality Systems XI, 

Vol.5291, pp. 19-22, San Jose, USA, Jan 2004. 

[4] 강승묵, “The Relation of Korean Interocular 

Distance and 3D Stereoscopic System,” 디지털디

자인학연구, 제 11권 제3호 (통권 31호), pp. 301-

307, 2011. 

[5] H. Harashima, 3차원 영상과 인간과학, Ohmsa, 

Japan, 2010. 

[6] B.Mendiburu et al., 3D TV and 3D Cinema : Tools 
and Processes for Creative Stereoscopy, Focal 

Press, USA, 2011. 

[7] 김진웅, 허남호 외, 휜히 보이는 3D 기술, 전자신문

사, 2010. 

[8] 베니김, 입체영화 산업론, MJ 미디어, 2011. 

[9] 최양현, 권영재, 조방현, 소현수, 3D 입체영상제작 
워크북: 기획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3D 입체 영
상 제작에 관한 모든 것, 한국 콘텐츠 진흥원, 2010. 

[10] 조열, 김지현, 기초시각커뮤니케이션, 창지사, 1999. 

[11] A. Zramdini et al., ‘Optical font recognition 

from projection profile,’Electronic Publishing, 

Vol. 6(3), pp. 249-260, Sep 1993. 

[12] P. W. Smith, ‘An improved power cepstrum 

based stereo correspondence method for 

textured scene,’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IEEE Transactions on, Vol. 18, 

Issue 3, pp. 338-348, Mar 1996. 

[13] R. Hartley et al., Multiple view Geometry in 
Computer Vision, Cambridge Univ. Press, UK, 

2
nd

, 2003. 

[14] J. Mallon, ‘Projective rectification from the 

fundamental matrix,’ Image and Vision 

Computing, Vol.23, Issue 7, pp.643-650, Jul 

2005. 

[15] 박영수, 허남호, ‘Pseudo-stereoscopic 영상 자

동 판별 및 보정 방법,’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

회, pp. 245-248, 2010. 

[16] A. J. Woods et al., ‘Image distortions in 

Stereoscopic video system,’ In Stereoscopic 

Displays and Application IV, Vol. 1915, pp. 36-

48, USA, 2005. 

[17] KBS 방송기술연구소, 방송기술연구 – DTV 전송동
향, 2007. 

  

 

210

mailto:H.264@6Mb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