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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양안식 및 다안식 입체 영상을 생성함으로써, 입체감과 공간감을 제공하고, 깊이 기반 객체 삽입, 움직임 객체

대치, 배경 대치, 시점 선택 등의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다시점 컨텐츠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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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에 대하여 보정 및 잡음 제거 필터링하기 위한 전처리

수단; 카메라 기본 정보 및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 파라미터를 계산하

고, 에피폴라 영상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카메라 보정 수단;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에

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과,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를 이용하여 장면 모델을 생성하

기 위한 장면 모델 생성 수단;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보정된 다시점 영상,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

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후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관심 객체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 객체 움직임 벡터 및 객체 중심점 위치를 추출하기 위한 객체 추출/추적 수단; 배경 영상(실사)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고, 실사 영상 내에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을 삽입할 때 추출한 조명 정보를 적용하며, 상기 기 제작된 컴퓨터 그

래픽과 실사를 합성하기 위한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수단;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후

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사용자 선택 시점 정보 및 상기 사용자 선택 시점 정보에 해당하는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스테레오/다안식 영상 및 중간 시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임의 시점 영상 생성 수단; 및 상기 전처리 수

단, 카메라 보정 수단, 장면 모델링 수단, 객체 추출/추적 수단,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수단 및 임의 시점 영상 생성 수단

으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내부 자료로 변환하여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을 포함한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다시점 입체 영상 방송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1

색인어

다시점, 콘텐츠, 깊이/변이 지도, 입체 영상, 장면 모델, 객체 추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는 도 1의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3은 도 1의 카메라 보정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4는 도 1의 장면 모델링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5는 도 1의 객체 추출 및 추적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6는 도 1의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7은 도 1의 임의 시점 영상 생성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방법의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 200 : 카메라 보정부

300 : 장면 모델링부 400 : 객체 추출 및 추적부

500 :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부 600 : 임의 시점 영상 생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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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움직임 객체에 대한 치환, 객체의 깊이 기

반 삽입, 현재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의 치환, 사용자 요구에 따른 뷰 제공 등의 기능을 지원하며, 실사 영상과 컴퓨터 그래

픽을 합성할 때, 실사에 적용된 조명정보를 컴퓨터 그래픽에 적용하여 보다 사실감 있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다시점 입

체 영상 방송 및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생성 시스템은 카메라의 영상 획득에서부터 획득한 영상을 가공하여 전송이나 저장을 위한 형식으로

변환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즉, 다양한 편집 도구 및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 대한 편집, 특

수 효과 삽입, 자막 처리 등을 수행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러한 콘텐츠 생성 시스템 중의 하나인 가상 스튜디오(Virtual Studio)는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된 배우의 영상과 미리 준

비된 2차원 배경이나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크로마키(Chroma-Key)에 의해 합성한다.

따라서 배우는 파란색 옷을 입고 촬영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색상의 치환이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장면

연출에 있어 제약이 있다. 또한 배경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일지라도 단순히 파란색 대신에 배경을 삽입하는 방식이므로

복수의 배우와 복수의 컴퓨터 그래픽 모델이 중첩되는 상황은 연출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의 2차원 콘텐츠 생성 시스템은 하나의 시점으로 구성된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 입체감을 줄 수 있

는 스테레오스코픽(Sterescopic) 영상이나 다안식(Multi-View) 영상을 제공할 수 없고, 아울러 시청자가 원하는 다양한

시점의 영상도 제공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존의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가상 스튜디오 시스템이나 영상 콘텐츠 저작 도구와 같은 콘텐츠 생성 시스템은 3

차원 컴퓨터 그래픽 모델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2차원적인 영상을 표현함으로써,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즉, 현재 방송에 사용되는 콘텐츠 생성 및 제작에 관련된 시스템은 기존의 2D(Dimension) 방송을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향

후 등장할 다시점 입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양안식 및 다안식 입체 영상을 생성함으로써, 입체감과 공간감

을 제공하고, 깊이 기반 객체 삽입, 움직임 객체 대치, 배경 대치, 요구 시점 뷰 제공 등의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다시점 컨텐

츠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에 대하여 보정 및

잡음 제거 필터링하기 위한 전처리 수단; 카메라 기본 정보 및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

용하여 카메라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에피폴라 영상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카메라 보정 수단;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

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과,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를 이용하여 장면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장면 모델 생성 수단;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보정된 다시점 영상,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후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관심 객체 설

정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 객체 움직임 벡터 및 객체 중심점 위치를 추출하기 위한 객체 추출/추적 수단;

배경 영상(실사)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고, 실사 영상 내에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을 삽입할 때 추출한 조명 정보를

등록특허 10-0603601

- 3 -



적용하며, 상기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를 합성하기 위한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수단;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

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후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사용자 선택 시점 정보 및 상기 사용자

선택 시점 정보에 해당하는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스테레오/다안식 영상 및 중간 시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임의 시점

영상 생성 수단; 및 상기 전처리 수단, 카메라 보정 수단, 장면 모델링 수단, 객체 추출/추적 수단,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수단 및 임의 시점 영상 생성 수단으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내부 자료로 변환하여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에 대하여 보정 및 잡음 제거 필터링하

는 전처리 단계; 카메라 기본 정보 및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에피폴라 영상 보정을

수행하는 카메라 보정 단계;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과,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를 이용

하여 장면 모델을 생성하는 장면 모델 생성 단계; 관심 객체 설정 정보, 보정된 다시점 영상 및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 객체 움직임 벡터 및 객체 중심점 위치를 추출하는 객체 추출/추적 단계; 배경 영상(실사)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고, 실사 영상 내에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을 삽입할 때 추출한 조명 정보를 적용하며, 상기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를 합성하는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단계; 및 사용자 선택 시점, 사용자 선택 시점에 해당하

는 다시점 영상 및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스테레오/다안식 영상 및 중간 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임의 시점 영상

생성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는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 카메라 보정부(200)

, 장면 모델링부(300), 객체 추출 및 추적부(400),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부(500), 임의 시점 영상 생성부(600) 및 사용

자 인터페이스부(700)를 포함한다.

영상 및 깊이(Depth)/변이(Disparity) 지도(Map) 전처리부(100)는 외부의 다시점 카메라(2 시점 이상)로부터 다시점 영

상을 입력받아, 다시점 영상들 간의 크기와 칼라가 서로 다를 경우 이를 보정하여 다시점 영상들 간의 크기와 색을 동일하

도록 한다.

또한,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는 외부의 깊이 획득 장치로부터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를 입력받아, 깊이/변

이 지도 데이터에 대한 잡음 제거를 위한 필터링을 수행한다.

이 때,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2 시점 이상의 다시점 영상, 또는 2 시점 이상의 다시

점 영상과 한 시점 이상의 깊이/변이 지도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카메라 보정부(200)는 각 시점에서 촬영된 다시점 영상, 특징점 집합, 카메라 기본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각 시점에 대한 카

메라의 내부 및 외부 파라미터를 계산하여 저장한다. 여기서, 통상 다시점 영상으로 카메라 보정 패턴을 포함한 영상을 사

용하거나, 만약 카메라 보정 패턴을 포함하지 않는 영상에서는 특징점 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특징점을 이용한다.

또한, 카메라 보정부(200)는 상기 특징점 집합 및 상기 카메라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두 쌍의 스테레오 영상에 대해 에피폴

라 선(Epipolar Line)을 영상 스캔 라인 (Scan Line)과 일치시키는 영상 보정(Image Rectification) 과정을 수행한다. 이

러한 영상 보정 과정은 보다 정확한 변이 추정(Disparity Estimation)을 위해 하나의 영상을 기준으로 다른 시점의 영상을

변환하거나 상호 변환 과정을 수행한다.

이 때, 카메라 보정을 위한 특징점 추출은 카메라 보정 패턴 촬영 영상을 이용하거나, 영상 내에서 특징점 추출 기법을 이

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장면 모델링부(300)는 카메라 보정부(200)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내·외부 파라미터 및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

용하여 변이 지도를 생성하고, 생성된 변이 지도 및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을 융합하여 장면 모델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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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면 모델링부(300)는 후술하는 객체 추출/추적부(400)로부터 출력된 움직임 객체의 바이너리 마스크 정보를 이용

하여 각 움직임 객체에 대한 깊이 정보를 가진 마스크를 생성한다

객체 추출 및 추적부(400)는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로부터 출력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와, 카메

라 보정부(200)로부터 출력된 각 카메라의 정보 및 위치 관계와, 장면 모델링부(300)로부터 출력된 장면 모델과, 사용자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움직임 객체의 바이너리 마스크 정보를 추출하고 영상 좌표계 및 월드 좌표계에 대한 움직임 벡터를

추출한다. 이 때, 상기 움직임 객체는 복수 개가 될 수 있으며, 각 객체는 개별 식별자를 갖는다.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부(500)는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 객체와 실사의 합성, 객체 추출/추적부(400)로부터 출력된

객체의 3차원 위치/궤적에 컴퓨터 그래픽 객체 삽입, 배경을 다른 실사/CG 배경으로 대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부(500)는 컴퓨터 그래픽 객체를 삽입할 배경 영상(실사)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고, 실

사 영상 내에 컴퓨터 그래픽 객체를 삽입할 때 상기 추출된 조명 정보를 적용하여 렌더링한다.

임의 시점 영상 생성부(600)는 전처리된 다시점 영상, 잡음 제거된 깊이/변이 지도, 장면 모델,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

여 사용자가 선택한 시점에 대한 2차원 영상, 스테레오 영상 및 다안식 영상을 생성한다. 이 때, 사용자가 3D(Dimension)

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선택 시점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또는 다안식 영상 합성을 수행한다. 디스플레이 할 때는 선택

된 2D/3D 모드에 따라 2차원 영상 또는 3차원 영상을 디스플레이 한다. 또한, 하나의 시점 영상과 그에 해당하는 깊이/변

이 지도를 이용하여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 기반의 스테레오 영상 및 다안식 영상 등의 입체 영상을 생성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부(700)는 시점 변경, 객체 선택/대치, 배경 대치, 2D/3D 전환, 파일 및 화면 입출력 등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내부 자료 구조로 변환하여 이를 각 처리 부로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메뉴 운용 및 전체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사용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Graphic User Interface)를 통해 현재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의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는 깊이/변이 전처리부(110), 크기 보정부(120) 및 색 보

정부(130)를 포함한다.

깊이/변이 전처리부(110)는 외부의 깊이 획득 장치로부터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를 입력받아,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에 대

한 잡음 제거를 위한 필터링을 수행하여 잡음이 제거된 깊이/변이 지도를 출력한다.

크기 보정부(120)는 외부의 다시점 카메라(2 시점 이상)로부터 다시점 영상을 입력받아, 다시점 영상들 간의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다시점 영상들 간의 크기가 동일하도록 보정하여 출력한다. 또한, 복수 영상이 한 프레임으로 입력될 경우 입력

된 복수 영상을 동일 크기의 영상으로 분리한다.

색 보정부(130)는 외부의 다시점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다시점 영상 간의 색이 칼라 온도(color temperatrue),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블랙 밸런스(black balance) 등의 차이에 의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색 보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시점 영상 간의 색이 일치하도록 보정하여 출력한다. 이 때, 어느 영상을 기준으로 색 보정을 수행할 것인지는 입력 영상

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 3은 도 1의 카메라 보정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의 카메라 보정부(200)는 카메라 파라미터 계산부(210) 및 에피폴라 영상 보정부(220)를 포함한

다.

카메라 파라미터 계산부(210)는 카메라(CCD) 기본 정보와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로부터 출력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내부 및 외부 파라미터를 계산하여 출력하고, 계산한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이 때, 카메라 파라

미터 계산부(210)는 카메라 내외부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하여 입력 영상으로부터 특징점 추출을 수행하는 기능(자동/반

자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700)로부터 특징점 집합을 입력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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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폴라 영상 보정부(220)는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 계산부(210)로부터 출력된 카메라의 내외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기

준 시점의 영상과 그 외 시점 영상들간의 에피폴라 영상 보정을 수행하고, 상기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출력한다.

도 4는 도 1의 장면 모델링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의 장면 모델링부(300)는 변이 지도 추출부(310), 변이/깊이 지도 융합부(320), 객체 깊이 마스크

생성부(330) 및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부(340)를 포함한다.

변이 지도 추출부(310)는 카메라 보정부(200)로부터 출력된 카메라의 내외부 파라미터 및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복수 개의 변이 지도를 생성하여 출력하고, 이 때, 추가로 깊이/변이 전처리부(110)로부터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를 입력받으면, 개선된 변이/깊이 지도를 획득하기 위한 초기 조건 및 변이 탐색 영역을 결정하는데, 상기 전처리된 깊

이/변이 지도를 이용한다.

변이/깊이 지도 융합부(320)는 상기 변이 지도 추출부(310)로부터 출력된 변이 지도, 깊이/변이 전처리부(110)로부터 출

력된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 및 에피폴라 영상 보정부(220)로부터 출력된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융합하여 개

선된 깊이 지도, 즉 장면 모델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객체 깊이 마스크 생성부(330)는 객체 추출 및 추적부(400)로부터 출력된 움직임 객체의 바이너리 마스크 정보 및 상기 변

이/깊이 지도 융합부(320)로부터 출력된 장면 모델을 이용하여 각 움직임 객체에 대한 깊이 정보를 가진 객체 마스크를 생

성하여 출력한다.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부(340)는 카메라 파라미터 계산부(210)로부터 출력된 카메라의 내외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객체 깊이 마스크 생성부(330)로부터 출력된 깊이 정보를 가진 객체 마스크 또는 상기 변이/깊이 지도 융합부(320)로

부터 출력된 장면 모델을 3차원 공간 상의 위치로 변환시킴으로써, 장면 또는 객체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및 메쉬 모델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도 5는 도 1의 객체 추출 및 추적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의 객체 추출 및 추적부(400)는 객체 추출부(410), 객체 움직임 벡터 추출부(420) 및 3차원 좌표 변

환부(430)를 포함한다.

객체 추출부(410)는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로부터 출력된 다시점 영상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700)로부

터 출력된 관심 객체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의 바이너리 마스크(실루엣)를 추출하고, 다수 객체인 경우 객체간에 서로

구분하기 위해 식별자를 부여한다.

이 때, 깊이/변이 전처리부(110)로부터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 또는 변이/깊이 지도 융합부(320)로부터 장면 모델이 추

가로 입력되면 상기 깊이 정보와 영상 정보를 동시에 이용하여 객체의 바이너리 마스크를 추출한다.

객체 움직임 벡터 추출부(420)는 상기 객체 추출부(410)로부터 출력된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의 중심점을 추출하고, 상기

중심점의 영상 좌표를 각 프레임마다 계산하여 저장하고 출력한다. 이 때, 추적하는 객체가 복수 개일 경우에는 객체에 대

한 고유 식별자를 가지고 추적한다. 객체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 이외 다른 시점 영상들을 추가적으로 이용한다.

이 때, 관심 객체의 시간적 변화(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해당 객체 위치를 추적한다.

3차원 좌표 변환부(430)는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로부터 출력된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 또는 장면 모델

링부(300)로부터 출력된 장면 모델과, 카메라 보정부(200)로부터 출력된 카메라의 내외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객체

움직임 벡터 추출부(420)로부터 출력된 객체 움직임 벡터의 영상 좌표를 3차원 월드 좌표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도 6는 도 1의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의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부(500)는 조명 정보 추출부(510),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부(520) 및 영

상 합성부(53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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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정보 추출부(510)는 실사 영상에 적용된 조명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부(700)로부터 출력된 다중

노출 배경 영상과 이에 대한 노출 정보를 이용하여 HDR Radiance Map과 카메라 응답 함수를 계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HDR Radiance Map과 카메라 응답 함수는 컴퓨터 그래픽 객체를 실사 영상에 삽입할 때, 실재감(Realism)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부(52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700)로부터 출력된 시점 정보, 컴퓨터 그래픽(CG:Computer

Graphic) 모델 및 컴퓨터 그래픽 삽입 위치와, 카메라 보정부(200)로부터 출력된 카메라의 내외부 파라미터와, 객체 추출

및 추적부(400)로부터 출력된 객체 움직임 벡터 및 중심점 위치를 이용하여 컴퓨터 그래픽 객체 모델을 렌더링하여 출력

한다.

이 때,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부(520)는 컴퓨터 그래픽 객체 모델이 삽입될 실사 영상과 부합되도록 크기와 시점을 조절한

다. 또한, 상기 조명 정보 추출부(510)로부터 출력된 실사 조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HDR Radiance Map과 컴퓨터 그래픽

모델의 BRDF(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계수를 이용하여 컴퓨터 그래픽 객체에 조명 효과를 적

용한다.

영상 합성부(530)는 현재 시점에서의 실사 영상, 장면 모델링부(300)로부터 출력된 장면 모델, 객체 추출 및 추적부(400)

로부터 출력된 바이너리 객체 마스크, 사용자 인터페이스부(700)로부터 출력된 객체 삽입 위치 및 상기 컴퓨터 그래픽 렌

더링부(520)로부터 출력된 렌더링된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실사 영상 내 위치에 깊이 키

(Depth Key) 기반으로 컴퓨터 그래픽 모델을 삽입하여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영상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또한, 영상 합성부(530)는 객체 추출 및 추적부(400)로부터 출력된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 및 객체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실사 움직임 객체를 컴퓨터 그래픽 객체 모델로 대치하고, 상기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를 이용하여 실사 배경을 다른 컴퓨

터 그래픽 배경으로 대치한다.

도 7은 도 1의 임의 시점 영상 생성부의 상세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임의 시점 영상 생성부(600)는 DIBR 기반 입체 영상 생성부(610) 및 중간 시점 영상 생성부(620)를 포

함한다.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 기반 입체 영상 생성부(610)는 카메라 보정부(200)로부터 출력된 카메라의 내외

부 파라미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부(700)로부터 출력된 사용자 선택 시점 정보와, 상기 사용자 선택 시점 정보에 해당하

는 기준 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영상 및 다안식 영상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또한, 홀(Hole) 또는 차폐 영역에 대한

처리도 수행한다.

이 때, 상기 기준 시점 영상은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로부터 출력된 다시점 영상 중 상기 사용자 선택 시점

에 해당하는 어느 한 시점의 영상과, 상기 어느 한 시점의 영상에 해당하는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로부터

출력된 깊이/변이 지도 또는 장면 모델링부(300)로부터 출력된 변이 지도를 의미한다.

중간 시점 영상 생성부(620)는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전처리부(100)로부터 출력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장면

모델링부(300)로부터 출력된 장면 모델 또는 복수의 변이 지도, 카메라 보정부(200)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사용

자 인터페이스부(700)로부터 출력된 사용자 선택 시점 정보를 이용하여 중간 시점 영상을 생성한다. 이 때, 중간 시점 영상

생성부(62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700)로부터 출력된 2D/스테레오/다안식 모드 정보에 따라 선택된 형태로 영상을 출

력한다. 한편, 내부적으로 생성된 영상에서 빈 영역(hole)이 생길 경우 다른 시점의 칼라 영상 텍스처를 이용하여 숨김 텍

스처(Hidden Texture)를 보정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방법의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외부로부터 입력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를 전처리한다(810). 즉, 입력된

다시점 영상의 크기 및 색을 보정하고, 입력된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에 대한 잡음 제거를 위한 필터링을 한다.

이 후, 카메라 기본 정보, 보정된 다시점 영상, 특징점 집합 등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내외부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에피폴라 영상 보정을 수행한다(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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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복수 개의 변이 지도를 생성하고, 생성된 변이

지도 및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를 융합하여 장면 모델을 생성한다(830). 이 때, 상기 변이 지도 생성에 전처리된 깊이/변

이 지도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후술하는 참조부호 840 단계계에서 추출된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 정보와 상

기 장면 모델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가진 객체 마스크를 생성하고, 상기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장면/객체

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및 메쉬 모델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보정된 다시점 영상,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 및 장면 모델 중 적어도 하나와 사용자로부터의 관심 객체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의 바이너리 마스크를 추출한다(840).

이 후, 추출된 바이너리 마스크로부터 객체 움직임 벡터 및 중심점 위치를 계산하고, 계산된 움직임 벡터의 영상 좌표를 3

차원 월드 좌표로 변환한다(850).

이 후, 상기 전처리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와 장면 모델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

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시점 및 임의 시점에 대한 스테레오 영상 및 다안식 영상을 생성하여 출력한다(860).

마지막으로, 배경 영상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조명 정보 및 사용자로부터의 시점 정보를 이용하여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 객체 모델을 렌더링하며, 렌더링된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사용자로부터의 컴퓨터 그래픽 삽입 위치에 따라

깊이 키(Depth Key) 기반으로 실사 영상과 합성한다(870). 이 때, 조명 정보 추출은 노출을 달리한 여러 장의 영상과 이에

대한 노출 값을 이용하여 배경 영상(실사)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한편, 어떤 영상에 대해 실사/CG를 합성하고자 할 때는 합성하고자 하는 실사를 먼저 생성하고 CG를 렌더링하는 것이 통

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계산 복잡도 등으로 인해 CG를 먼저 렌더링하고 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

기 참조부호 860 단계와 870 단계는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전송 시스템 측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시점의 입체감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또한 사용자

가 원하는 가상 객체를 삽입하거나 가상 물체 합성 등의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대화형 양방향 기능 및 입

체 영상을 지원하는 방송 시스템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제작자 측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최적의 카메라 시점 및 장면 구성을 사전에 시험하거나, 3차원 가

상 스튜디오 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곳에서 촬영된 두 장면을 하나의 장면으로 합성하는 등 제작 방법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로부터 입력된 다시점 영상을 보정하고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에 대하여 잡음 제거 필터링을 수행하는 전처리 수단;

카메라 기본 정보 및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상기

보정된 다시점 영상에 대하여 에피폴라 영상 보정을 수행하는 카메라 보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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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과,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

력된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를 이용하여 장면 모델을 생성하는 장면 모델 생성 수단;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보정된 다시점 영상,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후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관심 객체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 객체 움직임 벡터 및 객

체 중심점 위치를 추출하기 위한 객체 추출/추적 수단;

배경 영상(실사)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고, 실사 영상 내에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을 삽입할 때 추출한 조명 정보를

적용하며, 상기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를 합성하기 위한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수단;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후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사용자 선택 시

점 정보 및 상기 사용자 선택 시점 정보에 해당하는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스테레오/다안식 영상 및 중간 시점 영상을 생

성하기 위한 임의 시점 영상 생성 수단; 및

상기 전처리 수단, 카메라 보정 수단, 장면 모델 생성 수단, 객체 추출/추적 수단,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수단 및 임의 시

점 영상 생성 수단으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내부 자료로 변환하여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

을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 수단은,

다시점 영상들 간의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다시점 영상들 간의 크기가 동일하도록 보정하기 위한 크기 보정부;

다시점 영상들 간의 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색 보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시점 영상들 간의 색이 일치하도록 보정하기

위한 색 보정부; 및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깊이/변이 전처리부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은,

카메라 기본 정보와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한

파라미터 계산부; 및

상기 파라미터 계산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다시점 영상에

대한 에피폴라 영상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에피폴라 영상 보정부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4.

등록특허 10-0603601

- 9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면 모델 생성 수단은,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복수 개의 변이 지도

를 생성하기 위한 변이 지도 추출부;

상기 변이 지도 추출부로부터 출력된 변이 지도 및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깊이/변이 지도를 융합하여 장면 모

델을 생성하기 위한 융합부;

상기 객체 추출/추적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 정보와 상기 융합부로부터 출력된 장면 모델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가진 객체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한 객체 깊이 마스크 생성부; 및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장면/객체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및 메쉬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부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추출/추적 수단은,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다시점 영상,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 그리고 상기 장면 모델 생성 수단으로부터 출력

된 장면 모델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관심 책체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의 바

이너리 마스크를 추출하기 위한 객체 추출부;

상기 객체 추출부로부터 출력된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의 중심점을 추출하고, 상기 중심점의 영상 좌표를 각 프레임마다 계

산하여 저장하기 위한 객체 움직임 벡터 추출부; 및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깊이/변이 지도 및 상기 장면 모델 생성부로부터 출력된 장면 모델 중 적어도 하나와 상

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객체 움직임 벡터 추출부로부터 출력된 객체 움직

임 벡터의 영상 좌표를 3차원 월드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3차원 좌표 변환부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수단은,

노출을 달리한 여러 장의 영상과 이에 대한 노출 값을 이용하여 배경 영상(실사)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조명

정보 추출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의 시점 정보를 이용하여 시점에 따른 컴퓨터 그래픽을 렌더링하기 위한 컴퓨터 그

래픽 렌더링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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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의 컴퓨터 그래픽 삽입 위치에 따라 깊이 키(Depth Key) 기반으로 컴퓨터 그래픽

객체 모델을 실사 영상 내에 삽입하기 위한 영상 합성부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 시점 영상 생성 수단은,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의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상기 장면 모델 생성 수단으로부터의 장면 모델 중 적어도 하

나와 상기 카메라 보정 수단으로부터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영상 및 다안식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입체

영상 생성부;

상기 전처리 수단으로부터의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와, 상기 장면 모델 생성 수단으로부터의 장면 모델 및 복수의

변이 지도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 및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의 사용자 선택 시점 정보를

이용하여 중간 시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중간 시점 영상 생성부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8.

외부로부터 입력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에 대하여 보정 및 잡음 제거 필터링하는 전처리 단계;

카메라 기본 정보 및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에피폴라 영상 보정을 수행하는 카메라

보정 단계;

상기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과,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를 이용하여 장면 모델을 생성

하는 장면 모델 생성 단계;

관심 객체 설정 정보, 상기 보정된 다시점 영상 및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 객체 움직임

벡터 및 객체 중심점 위치를 추출하는 객체 추출/추적 단계;

배경 영상(실사)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고, 실사 영상 내에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을 삽입할 때 추출한 조명 정보를

적용하며, 상기 기 제작된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를 합성하는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단계; 및

사용자 선택 시점, 사용자 선택 시점에 해당하는 다시점 영상 및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스테레오/다안식 영상

및 중간 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임의 시점 영상 생성 단계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 단계는,

다시점 영상들 간의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다시점 영상들 간의 크기가 동일하도록 보정하는 크기 보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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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점 영상들 간의 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색 보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시점 영상들 간의 색이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색 보정 단계; 및

깊이/변이 지도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깊이/변이 전처리 단계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보정 단계는,

카메라 기본 정보와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파라미터 계산 단계; 및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다시점 영상에 대한 에피폴라 영상 보정을 하는 에피폴라 영상 보정 단계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장면 모델 생성 단계는,

상기 카메라 보정 단계에서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에피폴라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이용하여 복수 개의 변이 지도를

생성하는 변이 지도 추출 단계;

상기 변이 지도 추출 단계에서 출력된 변이 지도 및 상기 전처리 단계에서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를 융합하여 장면 모델

을 생성하는 융합 단계;

상기 객체 추출/추적 단계에서 추출된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 정보와 상기 융합 단계에서 생성된 장면 모델을 이용하여 깊

이 정보를 가진 객체 마스크를 생성하는 객체 깊이 마스크 생성 단계; 및

상기 카메라 보정 단계에서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장면/객체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및 메쉬 모델을 생성

하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단계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추출/추적 단계는,

상기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된 다시점 영상,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 그리고 상기 장면 모델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장면

모델 중 적어도 하나와 사용자로부터의 관심 책체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의 바이너리 마스크를 추출하는 객체 추출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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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객체 바이너리 마스크의 중심점을 추출하고, 상기 중심점의 영상 좌표를 각 프레임마다 계산하여 저장하는 객체 움

직임 벡터 추출 단계; 및

상기 전처리 단계에서 전처리된 깊이/변이 지도 및 상기 장면 모델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장면 모델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카메라 보정 단계에서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객체 움직임 벡터 추출 단계에서 출력된 객체 움직임 벡터

의 영상 좌표를 3차원 월드 좌표로 변환하는 3차원 좌표 변환 단계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실사/컴퓨터 그래픽 합성 단계는,

노출을 달리한 여러 장의 영상과 이에 대한 노출 값을 이용하여 배경 영상(실사)에 대한 조명 정보를 추출하는 조면 정보

추출 단계;

사용자로부터의 시점 정보를 이용하여 시점에 따른 컴퓨터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 단계; 및

사용자부터의 컴퓨터 그래픽 삽입 위치에 따라 깊이 키(Depth Key) 기반으로 컴퓨터 그래픽 객체 모델을 실사 영상 내에

삽입하는 영상 합성 단계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 시점 영상 생성 단계는,

상기 전처리 단계에서 전처리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 상기 장면 모델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장면 모델 중 적어

도 하나와 상기 카메라 보정 단계에서 계산된 카메라 파라미터 및 사용자로부터의 선택 시점 정보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영

상 및 다안식 영상을 생성하는 입체 영상 생성 단계; 및

상기 전처리 단계에서 전처리된 다시점 영상 및 깊이/변이 지도와, 상기 장면 모델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장면 모델 및 복

수의 변이 지도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와, 사용자로부터의 선택 시점 정보를 이용하여 중간 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중간 시점 영상 생성 단계

를 포함하는 다시점 콘텐츠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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