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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유시점 비디오는 원하는 시점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보는 능동형 비디오이다. 이 기술은 박물관 투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시점 비디오의 새로운 분야로 가상 카메라와 깊이맵을 이용하여 한 장의 영상 내부를 항해하는

입체 자유시점 Tour-Into-Picture (TIP)을 제안한다. 오래전부터 TIP가 연구되어 왔는데, 이 분야는 한 장의 단안 사진 내부를 항해하

면서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제안 방법은 전경 마스크, 배경영상, 및 깊이맵을 반자동 방법으로 구한다. 다음에는

영상 내부를 항해하면서 입체 원근투영 영상들을 획득한다. 배경영상과 전경객체의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카메라의 3차원 공간

이동, 요/피치/롤링 등의 회전, 룩어라운드, 줌 등의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입체 자유시점 비디오를 구현한다. 원근투영은 직

교투형보다 우수한 입체감을 전달하며,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텍스쳐의 3D 데이터를 직접 원근투영하여 처리속도를 향상시켰다. 소프

트웨어는 MFC Visual C++ 및 OpenGL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실험영상으로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사용하여 고전화의 입체 자유시

점 비디오를 시청이 가능하다.

Abstract

The free viewpoint video delivers an active contents where users can see the images rendered from the viewpoints chosen by 
them. Its applications are found in broad areas, especially museum tour, entertainment and so forth. As a new free-viewpoint 
application, this paper presents a stereoscopic free-viewpoint TIP (Tour Into Picture) where users can navigate the inside of a 
single image controlling a virtual camera and utilizing depth data. Unlike conventional TIP methods providing 2D image or video, 
our proposed method can provide users with 3D stereoscopic and free-viewpoint contents. Navigating a picture with stereoscopic 
viewing can deliver more realistic and immersive perception. The method uses semi-automatic processing to make foreground 
mask, background image, and depth map. The second step is to navigate the single picture and to obtain rendered images by 
perspective projection. For the free-viewpoint viewing, a virtual camera whose operations include translation, rotation, look-around, 
and zooming is operated. In experiments, the proposed method was tested eth‘Danopungjun‘ that is one of famous paintings made 
in Chosun Dynasty. The free-viewpoint software is developed based on MFC Visual C++ and OpenGL libraries.

Keywords : Free viewpoint video, TIP (Tour-Into-Picture), stereoscopic image, depth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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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유시점 비디오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비디오를 보는 것

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을 자유로이 선택

하여 보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비디오 장면을 구성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능동형 비디오이다
[1][2][3].  장면 네비게

이션, 사용자의 자유시점, 실감형 비디오 등의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카메라의 팬닝(panning), 틸팅(tilting), 줌인

(zoom-in) 및 줌아웃(zoom-out)의 동작과 같이 상하, 좌우, 
앞뒤로 시점을 이동시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디오 장

면의 실감성을 제공한다. 응용 분야는 교육/의료, 박물관 가

상 투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

장되고 있다. 또한 향후 자유시점 비디오의 확산을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던 TIP(Tour-Into- 

Picture) 기술에 자유시점 및 3D 실감을 위한 입체영상을

접목하는 입체 자유시점 TIP를 제안한다. 제안 방법으로 교

육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새로운 자유시

점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하다. TIP는 한 장의 단안 영상으

로부터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종종 놀라

운 시각 효과를 전달한다. 기존 TIP 연구는 다음과 같다. 
Horry 등은 장면을 5 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는 박스 형태

의 모델링을 이용하는 TIP를 구현하였고
[4], Boulanger 등은

자동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TIP을 제

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5]. 또한, Chu 등은 중국

풍경화 영상에 두 종류의 구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다
투영(multi-perspective) 모델링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만들

었다
[6]. 또한 기존의 2D TIP를 입체 TIP로 확장한 연구가

[7]에서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입력 영상의 깊이맵을 생성

하고, 직교투형으로 투영영상을 만든 후에 입체 애니메이

션을 제작하였다. 
제안 방법은 단안영상을 자유시점 입체영상으로 제작되

어 실감적인 영상을 제공한다. 제안 방법은 [7]의 직교투형

방식을 장면의 특성에 맞게 원근투형으로 구현하였으며, 
자유시점 비디오를 위해 가상 카메라로 영상 내부를 항해

하면서 투영 영상들을 획득한다. 이 투영된 영상들은 가상

카메라의 3차원 공간 이동, 요(yaw), 피치(pitch), 롤링

(rolling) 등의 회전, 룩어라운드(look-around), 줌(zoom) 등
의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자유시점 비디오를 구

현한다. 또한 가상 스테레오 카메라를 조절하여 입체영상

으로 디스플레이하며, 원근투형과 결합되어 입체영상의 입

체감을 향상시킨다. 원근투영 방식은 직교투형 방식과 비

교하여 입체감의 개선이 뚜렷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직교투영된 깊이맵을 매 프레임마다 생성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증가하였다. 개선 방법에서는 텍스쳐의 3D 데이터

를 직접 원근투영하여 처리속도를 향상시켰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입체영상의

제작에 필요한 깊이맵을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입체

자유시점 영상을 제공해주는 렌더링 기법은 Ⅲ장에서 제안

된다. Ⅳ장의 실험에서는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에 따른 생

성된 자유시점 렌더링 영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Ⅴ장에

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깊이맵 생성

입체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안 영상의

깊이맵을 제작해야 한다. 실험영상인 신윤복의 단오풍정의

깊이맵 제작방법은 [7]에서 제안되었고, 본 장에서는 기본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입체 자유시점 동영상 생성과정에

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다. 먼저 입력영상으로부

터 전경 마스크, 배경영상, 및 깊이맵을 생성한다. 특히 자

유시점 비디오를 구현하기 위해서 렌더링에서는 이동과 회

전 등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상 카메라로부터

투영된 텍스처 영상 및 깊이맵을 생성한다. 또한 입체 전경

객체들을 위해 보다 향상된 깊이맵의 제작이 필요하다.
영상에는 전경객체와 배경영상의 2 종류의 정보가 존재

한다. 전경객체는 이진 마스크로 정의된다. 영상에서 마스

크 영역을 제거하면, 한 개의 배경 영상이얻어진다. 일반적

인 고전화에서 영상 객체의 주변경계는 추상적인 구조 때

문에 추출이 어렵다. 따라서 기존 객체세그먼테이션 알고

리즘의 사용으로는 원하는 객체를 얻을 수 없어서 포토샵

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전경 객체를 제거한 후에 발생하

는 홀(hole)은 이미지 인페인팅 기법[8]과 포토샵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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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전경객체 마스크와 배경 영상. (a) 입력영상, (b) 전경객체 마스크, (c) 홀이 채워진 배경영상
Fig. 1. Foreground object mask and background image. (a) input image, (b) foreground mask and (c) hole-filled background image

(a) (b) (c)

그림 2. 배경영상의 깊이맵. (a) 폴리곤 분할, (b) 삼각형 메쉬 (c) 깊이맵
Fig. 2. Background depth map. (a) polygon, (b) triangle mesh obtained from polygon decomposition, and (c) depth map of background images

(a) (b) (c)

그림 3. 전경객체의 깊이맵 생성 (a) 전경 객체의 바운딩 박스, (b) 배경 깊이맵에서 바운딩 박스의 위치, 및 (c) 초기 전경 객체의 깊이맵
Fig. 3. Depth map of foreground objects. (a) bounding box of foreground, (b) location of bounding boxes at the background depth map, and 
(c) initial depth map of foreground objects

여 채운다. 그림 1은 입력영상 및 추출된 전경객체와 홀이

채워진 배경영상을 보여준다.
배경영상의 깊이맵을 생성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배경영

상을 N 개의 폴리곤으로 분할한다. 폴리곤의 개수는 클수

록좀더 정확한 깊이를얻을 수 있다. 각폴리곤은 M 개의

정점으로 구성되며, 수작업으로 폴리곤의 각 정점에 [0, 
255]의 범위에서 깊이값을 할당한다. 깊이값 설정은 영상

의 구도에 따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성된 각각의

폴리곤은 [9]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3개의 정점으로 구성

된삼각형 메쉬로 분할한다. 다음에쉐이딩기법을 모든삼

각형에 적용하여최종 배경 영상의 깊이맵을 생성한다. 그
림 2는 깊이맵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a)는
N=6인 실험영상의 폴리곤들을 보여주고, (b)는 폴리곤 분

할에서얻어진 삼각형 메쉬 구조이다. 삼각형에 구로 쉐이

딩(Gourad shading)을 적용한 후에얻은최종 깊이맵은 (c)
에서 보여준다.
전경객체의 깊이맵은 전경객체 마스크와 배경영상의 깊

이맵을 비교하여 만든다. 전경객체와 배경이 만나는 곳의

깊이값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전경객체의초기 깊이값을

할당한다. 전경객체의 위치를알기 위해 연결요소기법(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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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ted component analysis)으로 객체의 레이블을 구한다. 
동일 레이블 값을 가지는 전경객체 마스크의 바운딩 박스

(bounding box)를 구한 후에, 박스의 아래 경계선에 있는

전경 마스크 픽셀과 인접한 배경 픽셀들의 평균 깊이값을

전경객체에 할당한다. 따라서 전경객체는 상수 깊이값 DC
을 가지게 된다. 그림 3은 실험영상에서 얻어진 인물 전경

객체의 마스크 및 깊이맵을 보여준다. 
입체영상에서 배경보다 전경객체에 인간의 입체시는 민

감하다. 따라서 전경객체의 입체감 향상을 위한 작업이 필

요하다. 그러나 영상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객체

들의 3차원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

이다. 기존 TIP에서는 단순한 방법으로 전경객체의 3D 모
델링을 연구하였다. Horry 등은계층적폴리곤모델 기법을

제안하였는데, 전경 인물의 모델을 네모꼴(quadrangle)로
가정한 후에 원근투영으로 2차원 평면에 투영하였다

[4]. 이
기법은 2D 영상에서는약간의 원근감을줄수 있으나, 입체

영상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기법이다. Anjyo 등은 전경 객

체를 배경에포함하여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7]. 상기 방법들

은 2D TIP에서는 적합한 방법이나, 입체 TIP에서는 전경객

체를 3D로 지각할 때에 시각적불편을 제공할 수 있다. 따
라서 입체영상에 적합한 깊이 생성 방법이 필요하며, 수작

업이 아닌 자동 깊이 추출이 요구된다.
전경객체들을 입체로 시청할 때에 발생하는 카드보드 효

과(cardboard effect)를 감소하기 위해
[10][11], 전경객체 깊이

에 볼륨을 주기 위한 필터링 기법을 사용한다. 전처리 단계

에서 구해진 전경객체의 깊이는픽셀의 위치에 관계없이 상

수 깊이값인데, 이 깊이를 이용하여 생성된 입체영상을 시

청할 때에 카드보드효과가 발생한다. 카드보드 효과는 입체

로 시청할 때에 영상에 존재하는 객체가계층화되어있는 것

처럼지각되는 현상이다. 즉, 납작하게 보이는 현상으로눈

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 카드보드 효과를 감소하기 위해서

는 볼륨있는 깊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로스 텍스처 필터

(Laws texture filter) 기반 깊이 생성 방법을 이용한다.
인간은 3D 깊이감을얻기 위해 단안 및 스테레오 정보로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시각 정보를 이용한다
[12]. 단안 정보

중 에지(edge) 방향의 분포를알려주는 텍스처그라디언트

(texture gradient)는 깊이 인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로스 텍스쳐 필터는 단안 비전에서 3D 깊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13]. 실제 2D 영상에서 깊이를예측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텍스처편차, 텍스처그라디언트, 색
상 등을 활용하는데, 이의 구현을 위해서 로스 텍스쳐 필터

가 활용되어 왔다
[14].

로스 텍스쳐 에너지는 텍스쳐의평균명암, 에지, 스포트

(spot), 리플(ripple) 및 웨이브(wave)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에너지는 다음 벡터로부터 얻어진다.  

L5 (Level) = {1 4 6 4 1} – center weighted local average
E5 (Edge) = {-1 -2 0 2 1} – row or column step edges
S5 (Spot) = {-1 0 2 0 -1} – detects spots
R5 (Ripple) = {1 -4 6 -4 1} – detects ripples

2D 콘볼루션 마스크 M은 상기 1x5 벡터의 곱으로 만들

어지는데, L5E5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1)

                                             
이외에도 두 개의 1x5 벡터에 콘볼루션을 적용하면 다

양한 5x5 텍스쳐 필터가 얻어진다.
카드보드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곳은 상수 깊이를 갖는

전경객체이다. 전경객체는 상대적으로 배경보다 앞에 보이

게 되며, 또한 인간의 시각에 민감하다. K 개의 2D 로스

필터를 적용하는데, 식 (2)의 Fk(i, j)는 영상 I를 k번째필터

Mk로 콘볼루션하여 얻은 결과이다. 
                 

   ⊗Mk (2)

여기서 ⊗는 콘볼루션 연산자이다. k ∈ {1, ..., K}.
따라서, k번째 텍스쳐 에너지는 식 (3)과 같이계산된다. 
픽셀 주변의 15x15 블록의 에너지의 합이 현재 픽셀의 에

너지가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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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텍스쳐 에너지는 입력영상에 k번째 필터를 적용하여

얻는다. 얻어진 에너지들의 합은 최종적으로 선형 또는 비

선형 변환으로 로스 깊이값으로 변환한다.
최종적으로 객체의 깊이값 D는 상수 깊이값 DC에 가중

치가 곱해진 DL을 더해 구해진다. 

⋅ (4)

                                                 
여기서 가중치 λ는 사용자가 지정한 값이다.
그림 4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전경객체의 깊이맵을 보여

준다. 

  

(a) (b)

그림 4. 전경객체의향상된깊이맵. (a) 상수 깊이맵, (b) 상수깊이맵에로스
깊이를 더한 최종 깊이맵

Fig. 4. Enhanced depth map of objects. (a) constant depth map, (b) 
final depth map

Ⅲ. 입체 자유시점 비디오 렌더링

자유시점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카메라의 팬닝, 틸팅, 
줌인 및 줌아웃 등의 기능처럼, 상하, 좌우, 앞뒤로 시점을

이동시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감 비디오를 제공한다. 
그림 5는 입체 자유시점 비디오 생성과정을 보여주는데, 
먼저 입력 데이터인 전경객체와 배경영상의 텍스처 및 깊

이맵 데이터를 3차원 공간으로 매핑한다. 입체 가상 카메

라는 평행 또는 아크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평행 카메라

는 3D 객체가 모니터 앞으로튀어나오게 보이는 음시차를

구현하며, 반대로 아크 형태는 두 카메라 광축의 수렴점을

위치에 따라 자유롭게 3D 장면의 양시차 및 음시차의 조

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촬영된 좌우 입체영상이 생성

된다.

그림 5. 입체 자유시점 비디오 생성의 블록도
Fig. 5. The block diagram of generating free-viewpoint stereoscopic 
video

3차원 공간에서의 가상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변경하

면서 투영영상을 생성한다. 렌더링에서는 카메라 시점을

이동하면서 촬영된 텍스처 및 깊이맵을 저장하는데, 깊이

맵은 입체영상 생성에 필요하다. 제안 시스템은 단일 소프

트웨어로 통합하여 사용자 입력을 받아 임의의 자유 시점

에서 입체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 
3D 공간에서의 렌더링 입체영상을 얻기 위해서 배경의

깊이맵을 가지는 3D 모델링 데이터에 배경영상을 텍스처

매핑하여 배경영상을얻는다. 얻어진 3차원 배경 영상에 전

경객체는 깊이맵 데이터에 따라 한 점씩 배경위에 렌더링

되므로, 다수의 점들이 모여 형상이 만들어진다.
3D 장면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하여 가상 카메라

의 위치 및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15]. 가상 카메라

는 카메라 위치인 뷰평면의 기준점(VRP, View Reference 
Point),  뷰평면의 법선벡터(VPN, View Plane Normal), 및
뷰앵글 (FOV, Field Of View)의 조절을 활용한다.  3D 공
간 세계좌표계는 입력 영상의 중심을 (0, 0, 0) 으로 하고, 
(X, Y, Z) 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카메라 좌표계는 (u, v, 
n)으로 정의된다. 카메라의 기능은 회전, 이동, 줌, 뷰앵글, 
룩어라운드(look-around)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회전은

VPN 벡터를 조절하면서 틸팅 및 패닝하며, 롤링(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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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깊이맵과 원근투영된 영상들. (a) 배경영상, (b) 깊이맵, (c) 및 (d) 시점 이동 영상
Fig. 6. Depth map and projected images. (a) background image, (b) depth map, (c) and (d) other projected images

요(yaw), 피치(pitch)의 효과를 얻는다. 각 기능에 대한 구

현은 다음과 같다.

A) 회전 : (u, v, n) 축에 대한 카메라의 회전은세가지 방식

으로 제공된다. 롤링은 카메라의   벡터를 축으로 회전

하는데, u0, v0에서   만큼 변환된 u, v는 다음식에서

계산된다.

 cos×  sin× 
 sin×  cos× 

(5)

피치는 카메라의   벡터를 축으로 만큼회전하는데 n, 
v는 다음식에서 구해진다.

 cos×  sin× 
 sin×  cos× 

(6)  

요는 카메라의   벡터를 축으로   회전하는데 이것은

식 (7)과 같다.

 cos×  sin× 

 sin×  cos× 
(7)

B) 이동: 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카메라 위치를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한다. 즉, (u, v) 축으로 (Δu, Δv) 만큼
이동하는데 식 (8)에서 구해진다.


×  × (8)

C) Zoom: 이동과 같은 방식으로 카메라 위치를   방

향으로 식 (11)과 같이 이동한다.


× (9)

                                 
D) View-angle: 카메라 위치와 VPN은 고정된 상태에서뷰

앵글을 수정한다.
E) Look-Around:  카메라는 VPN의 방향을 투시점을 향하

게 하고, 원의궤적을따라 위치점을 이동시킨다. 따라서, 
(u, v, n)을 동시에 변경하게 된다.

투영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원근투영과 직교투영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원근투영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다. 
[7]에서는 직교투형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직교투형에 비

해 원근투형은 입체감이 많이 개선되지만, 단점은 빈 공간

이 보이는 단점이 있다. 그림 6은 배경 영상의삼각형 메쉬

를 원근투영으로 투영한 영상을 보여준다. 입체 가상 카메

라는 평행식인 경우 카메라의 u 축으로 카메라 위치를 좌, 
우로 이동하여 각각 영상을 생성하게 된다.

Ⅳ. 실험 결과

입체 자유시점 TIP의 소프트웨어는 MFC Visual C++ 및
OpenGL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단오풍정의 텍스쳐 영상

과 깊이맵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자유시점 기능을 적용하

여 입체영상을 제작 및 시청하도록 하였다. 영상 해상도는

600 × 477이다. 단오풍정에서는 모든 전경객체에 로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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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동에 의해 얻어진 연속 영상
Fig. 9. Image frames rendered from camera translation

그림 10. 줌에 의해 얻어진 연속 영상
Fig. 10. Image frames rendered from zooming

이를 적용하여 깊이맵을 사용하였다. 그림 7의 GUI 우측에

보여지는 자유시점 메뉴는 다음과 같다: Translation (Left, 
Right, Up, Down), Zoom (In, Out), Pitch (Up, Down), Roll 
(Left, Right), Yaw (Left, Right), View Angle (Wide, 
Narrow), Look Around (Left, Right) 및 디스플레이 모드는

2D, Interlaced, 및 Anaglyph의 3가지 입체 시청을 지원한

다. 각 메뉴의 구현 방법은 이전 장에서설명하였다. 입체시

청 메뉴를 사용하면그림 8과 같이 화면의 우측에 좌우입체

영상이 디스플레이된다.

그림 7. 입체 자유시점 TIP의 GUI
Fig. 7. GUI of free-viewpoint video software

그림 8. 우측에 입체영상을 보여주는 GUI 
Fig. 8. The stereoscopic image is shown at the left of the screen.

 
그림 9는 이동에서 left/right/up/down중 좌우 이동에서

얻어진 연속 영상을 보여준다. 이동 명령에 의해 카메라는

영상의 중심 (0, 0, 0)에서 좌우로 움직여서 얻어진 영상이

다. 영상은 카메라의 움직임과 반대로 아래와 왼쪽으로 움

직인 것 같은 모습이다. 물체의움직임에따른줌인 및 줌아

웃 효과는 그림 10에서 보여진다. 이동은 3차원 공간에서

(u, v)축으로의 카메라 움직임이고, 줌은 n축으로의 이동이

다. 이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하

여 집중적인 감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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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roll/pitch/yaw에 의해 얻어진 연속 영상.  (a)  pitch, (b) roll, 및 (c) yaw
  Fig. 11. Image frames rendered from roll, pitch, and yaw

그림 12. 뷰앵글과 얻어진 연속영상
Fig. 12. Image frames rendered from varying view angles

그림 13. 룩어라운드에 의해 얻어진 연속영상
Fig. 13. Image frames rendered from look-around operation

사용자는 roll/pitch/yaw의 회전 명령을 통하여 현실상에

서 보기 힘들었던 각도에서의 감상이 가능하다. 그림 11은
단순한 회전에서얻은 영상이 아닌그림 9와 10에서 사용한

이동과 줌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마치

작품이 여러방향으로틀어진듯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n축으로의 이동을 통한 확대 축소가 줌이였다면, 부앵글

은 카메라의 확대 축소의 구현이다. 사용자는 카메라 렌즈

의 각도 조절을 통하여그림 12처럼 3차원 영상의 확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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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자유시점에서 얻어진 영상들
Fig. 14. Images from free-viewpoint navigation

소를 경험할 수 있다.
3차원영상에서 각기 다른 위치 정보를 가지는 배경과

전경은 룩어라운드 기능을 통하여 원하는 위치의 측면에

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이 명령은 이동과 회전명

령의 복합적인 활용과 같다. 단순한 카메라의 좌우 움직

임이 아닌 원의 궤적을 따라 이동하는 룩어라운드는 전경

과 배경사이의 원근을 더욱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 있
다. 그림 13은 룩어라운드 메뉴을 활용하여 얻어진 영상

들이다.
그림 14는 자유시점에서 렌더링된 다양한 투영영상들을

보여준다. 단순히 한 장의 영상을 보는 것보다, 새로운 영상

물을 보는듯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자유시점 TIP
의 장점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안영상으로부터 입체 및 자유시점 비

디오 시청이 가능한 입체 자유시점 TIP를 제안하였다. 제
안 기법에서는 다양한 카메라 기능과 입체영상 제작을 통

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와 시점에서 한 장의 영상

내부를 항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정의하고, 가상 카메라에 따라 입체영상을 렌더링하는 알

고리즘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 기존 방법

과 달리 입체영상과 원근투형을 결합되어 입체영상의 입

체감을 향상하였으며, 텍스쳐의 3D 데이터를 직접 원근

투영하여 처리속도를 향상시켰다. 향후 단안영상의 자유

시점 비디오 기술은 교육,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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