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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체 화상을 작성하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3차원 시화상 형성장치(1)는 2차원 화상 데이터의 그레이 스케일값에 따라 깊이값(Z값)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 Z값에 대

해 역전 판정 처리, 평활화 처리, 분포 보정 처리, 국소 보정 처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구해진 Z값에 따라 시차를 결정하고,

이 시차에 따른 양만큼 각 화소를 이동시키는 처리를 행함으로써 3차원 시화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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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화상을 구성하는 복수의 화소의 화상 데이터에 따라, 각 화소에 대응하는 피사체의 깊이를 나타내는 Z값을 산출하는 산출

스텝,

상기 산출 스텝에서 산출된 주목 화소(target pixel)에 대응하는 Z값을, 상기 주목 화소 이외의 화소에 대응하는 Z값을 사

용하여 수정하는 수정 스텝, 및

상기 주목 화소의 수정 후의 Z값에 따라 주목 화소의 화소이동량을 결정하고, 상기 화상을 구성하는 주목 화소를 상기 결

정된 화소이동량만큼 수평으로 이동시켜,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과 왼쪽 눈을 위한 화상을 작성하는 작성 스텝

을 구비하며,

상기 수정 스텝에서 하나의 영역에 포함되는 화소의 Z값과 다른 영역에 포함되는 화소의 Z값을 비교함으로써, 상기 화상

에 있어서의 Z값의 변화 경향을 해석하고,

얻어진 해석 결과가 소정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상기 작성 스텝에서, 상기 Z값과 상기 화소이동량의 대소 관계를 역전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화상 작성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스텝에서, 주목 화소를 포함하는 영역에 포함되는 각 화소의 Z값의 평균치를 산출하고,

상기 주목 화소의 Z값을 상기 산출된 평균치로 치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화상 작성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스텝에서, 상기 화상에서의 모든 화소의 Z값의 분포 및 모든 화소의 Z값의 평균치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평균치를 사용하여 당해 분포의 편향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화상 작성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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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스텝에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Z값의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화상 작성 방법.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스텝에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는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상기 산출된 Z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화상 작성 방법.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입체 화상을 작성하는 입체 화상 작성 장치에 있어서,

화상을 구성하는 복수의 화소의 화상 데이터에 따라, 각 화소에 대응하는 피사체의 깊이를 나타내는 Z값을 산출하는 산출

수단,

상기 산출 수단에서 산출된 주목 화소에 대응하는 Z값을, 상기 주목 화소 이외의 화소에 대응하는 Z값을 사용하여 수정하

는 수정 수단,

상기 주목 화소의 수정 후의 Z값에 따라 주목 화소의 화소이동량을 결정하고, 상기 화상을 구성하는 상기 주목 화소를 상

기 결정된 화소이동량만큼 수평으로 이동시켜,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과 왼쪽 눈을 위한 화상을 작성하는 작성 수단, 및

상기 수정 수단에서 이용되는 파라미터를 사용자로부터 취득하는 취득 수단

을 구비하며,

상기 파라미터는 상기 Z값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화상 작성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파라미터는 상기 Z값의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화상 작성 장치.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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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7.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차원 화상 데이터로부터 입체 화상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간은 시각을 통해서 삼차원 공간 내의 입체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입체시(stereopsis)를 할 수 있다. 이 입체

시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인간의 뇌는 좌우 각각의 눈으로 본 영상에 따라 입체물을 인식한다. 환언하면, 입체시를 행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 각각이 보는 화상이 필요하다.

한편, 2차원 화상에 있는 가공을 행하는 것에 따라, 평면적인 화상을 입체적인 화상으로서 감상자에게 인식시키는 이른바

「입체시」라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이 「입체시」의 기술 중에는 한 장의 화상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2개의 화상 데이터를 작성하는 기술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화상 중의 물체(피사체)에 대한 양 눈의 시차를 산출

하고, 다음에, 이 시차에 따라 원래의 화상 데이터의 화소의 위치를 좌우에 바꾸어 놓는 것으로 왼쪽 눈의 화상 및 오른쪽

눈의 화상을 생성한다는 처리가 행해진다.

이 시차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는 물체의 채도, 명도 또는 색채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실제의 물체가 어느 정도 멀리(또

는 앞)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깊이값(이하에서는 Z값이라고 함)을 산출하고, 이 값을 시차로 간주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JP2002-123842A에는 원래의 화상의 채도 및 명도에 따라 Z값을 결정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는 (a) 먼저 화상 데이터의 채도에 따라 화소마다 Z값을 산출하고, (b) 더하여, 화상 데이터의 명도에 따라 정지 화상에 포

함되는 물체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c) 그리고, 추출한 물체에 포함되는 화소 전체의 Z값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이것을 당

해 물체의 Z값으로 한다. 이 Z값에 따라 시차가 결정된다.

또한, 입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체 주위둘레의 화소의 채도를 변경함으로써, 당해 물체의 에지에 대해 "흐릿함(blur)

" 처리가 행해진다. 이 기술은 화상 내의 물체가 멀리 위치할수록 일반적으로 그 화상이 희미하고(즉 채도가 저하하고), 물

체가 가까이 위치할수록 그 화상이 예리하게 되는(즉 채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즉, 원경

에서는 공기 중의 티끌 등에 의해 채도가 저하되고, 물체의 에지(윤곽선)가 가늘고, 희미해진다. 한편, 근경에서는 채도가

높게 되는 물체의 수가 많게 되어, 물체의 에지는 굵고,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예를 들면, 어두운 숲이 가까이 보이고 밝은 공간이 멀리 보이는 구도의 화상은 상기의 경험법칙에 들어맞지 않고,

따라서, 얻어진 Z값은 실제의 물체의 깊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올바른 시차를 얻지 못하고, 얻어진 입체 화

상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된다.

또한, 물체의 일부에 하이라이트 또는 그림자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환언하면, 물체에 있어서의 채도의 변화가 현저한 경

우도, 올바른 Z값을 산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얻어진 입체 화상은 그 물체의 일부만이 국소적으로 볼록하게 (또는

오목하게) 보여 버릴 것이다. 또한 이 경우는 물체의 에지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술한 흐릿함 처리를 행해

도 입체감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

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산출되는 Z값이 큰 값으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의 시차가 크게 추산된다. 그 결과,

입체 화상을 작성할 때, 원래의 화상에 있어서 인접한 화소가 상이한 방향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을 화소 크로

스 현상이라 하며, 이에 의해 화상의 불균일이 일으켜져 작성되는 입체 화상의 질은 감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화된다. 특

히, 복수개의 물체가 서로 겹치는 장소에서는 상기의 문제가 두드러져, 화상의 왜곡이 생기기 쉽고,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얻어지는 입체 화상을 생성하는 것이 한층 곤란해진다.

이같이, 종래의 기술에서는 입체 화상을 생성하기 위해 화상 데이터로부터 적절한 Z값을 산출할 수 없어, 따라서 실감나는

입체 화상을 생성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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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2차원 화상 데이터로부터 자연스러운 입체시를 얻을 수 있는 입체 화

상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 및 당해 방법을 이용한 입체 화상 데이터 작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원인은 인간이 강한 입체감을 느끼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연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 본 발명을 상도하기에

이르렀다.

본 발명의 입체 화상 작성 방법은 화상을 구성하는 복수개의 화소의 화상 데이터에 따라, 각 화소에 대응하는 피사체의 깊

이를 나타내는 Z값을 산출하는 산출 스텝과, 상기 산출 스텝에 산출된 각 화소에 대응하는 Z값을, 당해 화소 이외의 화소에

대응하는 Z값을 사용하여 수정하는 수정 스텝과, 각 화소의 수정 후의 Z값에 따라 각 화소의 화소이동량을 결정하고, 상기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가 상기 결정된 화소이동량만큼 수평으로 이동시켜,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과 왼쪽 눈을 위한 화

상을 작성하는 작성 스텝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같이 Z값의 수정을 행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얻을 수

있는 입체 화상이 생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산출 스텝에서는 화상 데이터의 색 성분의 각각에 소정의 계수를 곱하는 것으로 Z값을 산

출한다. 또, 상기 소정의 계수는 인간의 망막에 존재하는 R, G 및 B 각각의 원뿔체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또, 상기 수정 스텝에서는 원화상의 구도상에서 앞에 위치하는 피사체를 나타내는 화상을 구성하는 화소의 Z값보다, 원화

상의 구도상에서 뒤에 위치하는 피사체를 나타내는 화상을 구성하는 화소의 Z값 쪽이 크게 되도록, 상기 각 화소의 Z값을

보정해도 된다.

또, 상기 수정 스텝에서, 당해 화소를 포함하는 영역에 포함되는 화소의 Z값의 평균치를 산출하고, 당해 화소의 Z값을 당해

평균치로 치환해도 된다. 또, 상기 화상에서의 모든 화소의 Z값의 분포 및 모든 화소의 Z값의 평균치를 산출하고, 상기 산

출한 평균치를 사용하여 당해 분포의 편향을 보정해도 된다.

또, 상기 수정 스텝에서, 상기 산출된 Z값을 참조하여, 상기 화상 데이터에 의해 표현되는 화상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피사

체의 화상을 특정하고, 상기 피사체에 대응하는 영역 내의 화소의 Z값에 따라 당해 화소의 Z값을 수정하여도 된다.

또, 상기 수정 스텝에서, 사용자에게 따라 지정되는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Z값의 양자화 스텝 사이즈, 상기 산출된 Z값

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해도 된다.

또, 상기 수정 스텝에서, 하나의 영역에 포함되는 화소의 Z값과 다른 영역에 포함되는 화소의 Z값을 비교함으로써, 상기 화

상에 있어서의 Z값의 변화 경향을 해석하고, 얻어진 해석 결과가 소정의 것인 경우, 상기 작성 스텝에서, 상기 Z값과 상기

화소이동량의 대소 관계를 역전시켜도 된다.

또,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복수개의 화상으로 구성되는 동화상을 취득하는 스텝과, 상기 취득한 화상의 각각으로부터

입체 화상을 작성하는 스텝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으로, 상기 동화상에 대응하는 입체 화상을 리얼 타임으로 작성하는 것으

로 해도 된다.

또, 본 발명에 관한 입체 화상 작성 장치는 화상을 구성하는 복수개의 화소의 화상 데이터에 따라, 각 화소에 대응하는 피

사체의 깊이를 나타내는 Z값을 산출하는 산출 수단과, 상기 산출 수단에 있어서 산출된 각 화소에 대응하는 Z값을, 당해 화

소 이외의 화소에 대응하는 Z값을 사용하여 수정하는 수정 수단과, 각 화소의 수정 후의 Z값에 따라 각 화소의 화소이동량

을 결정하고, 상기 화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를 상기 결정된 화소이동량만큼 수평으로 이동시켜,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과

왼쪽 눈을 위한 화상을 작성하는 작성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수정 수단에 있어서 이용되는 각종 파라미터를 사용자로부터 취득하는 취득 수단을 추가로 구비해도 된다.

또, 본 발명은 전술한 입체 화상 작성 장치로서 컴퓨터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각종 기록 매체에 저장되고,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컴퓨터에 인스톨된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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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 실시예>

<A. 장치의 구성>

도 1은 본 발명의 제l 실시예에 관한 입체 화상 형성 장치(1)을 나타낸다. 동 도면에 있어서, CPU(중앙처리장치)(11)는 이

입체 화상 형성 장치(1)의 각 부의 동작을 제어하고, 입체 화상 데이터 작성 처리 등의 각종 처리를 실행한다. ROM(리드·

온리·메모리)(12)은 기동 시 등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참조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RAM(랜덤·액세스·메모리)(13)은

CPU(11)의 워크 에어리어 역할을 실현한다.

캐릭터 제너레이터(14)는 도형 문자의 표시 데이터(폰트 데이터)를 발생한다. 시계 회로(15)는 현재 시각을 출력한다. 인

터페이스(16)는 입체 화상 형성 장치(1)을 인터넷(도시 대략)에 접속하기 위한 것이다. 전송 제어부(17)는 인터페이스(16)

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된 단말기 사이에 데이터의 수수를 행한다.

자기 디스크 장치(18)는 입체 화상 형성 장치(1)로 실행되는 각종 처리나 오퍼레이팅 시스템 등의 프로그램 데이터를 기억

하는 동시에 각종 처리에 의해 작성되는 각종 데이터 등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이다. CD-ROM 드라이브(19)는 CD-ROM

(20)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것이다. 표시부(21)는 예를 들면 CRT나 LCD이며, 표시 제어부(22)의

제어하에 화상을 표시한다.

키보드(23)는 풀-사이즈 키보드(full-sized keyboard)이며, 사용자는 키보드(23)를 사용하여 지시를 입력한다. 화면 지시

장치(24)는 터치 패널 등의 입력 디바이스이며, 사용자는 터치 패널을 가압함으로써 각종 지시를 입력한다. 입력 제어부

(25)는 키보드(23) 및 화면 지시 장치(24)로부터 입력된 지시를 취입하여 CPU(11)에 출력한다.

CPU(11), ROM(12), RAM(13), 캐릭터 제너레이터(14), 시계 회로(15), 전송 제어부(17), 자기 디스크 장치(18), CD-

ROM 드라이브(19), 표시 제어부(22), 및 입력 제어부(25)는 내부 버스(26)에 접속되어 있다. 이들 각종 요소간의 데이터

교환은 이 내부 버스(26)를 통하여 행해진다.

입체 화상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에 즈음하여, CPU(11)에 의하여, 예를 들면 ROM(12)내의 입체 화상 표시용의 애플리케

이션이 실행된다. 당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을 때 표시부(21)에 표시되는 화면의 일례를 도 2에 나타낸다.

동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실행시에 표시되는 화면은 메인 화면 MD와 메뉴 항목이 배열되는 도구모음

MB로 이루어진다. 메인 화면 MD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동영상이 표시된다.

또, 도구모음 MB에는 항목 MI1 ~ MI10가 표시된다. 항목 MI1은 톤 사용자가 처리 대상으로 되는 동영상 데이터의 선택

등을 행하기 위한 「파일 메뉴」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MI2는 입체 화상의 표시 설정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MI3은 입체 화상 데이터를 기록할 때 선택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MI4는 이 입체 화상 표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

키는 조작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M15는 메인 화면 MD에 표시하고 있는 동영상의 재생 조작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MI6은 메인 화면 MD에 표시하고 있는 동영상의 정지 조작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MI7은 메인 화면 MD에 표시

하고 있는 동영상의 일시 정지 조작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항목 MI8은 메인 화면 MD에 표시하는 동영상의 표시 모드를 통상 모드(2D)인가 또는 입체시 모드(3D)인지를 표시하면

동시에, 그 표시 모드의 전환을 지정하기 위한 조작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항목 MI8을 클릭할 때

마다 통상 모드(2D 모드)와 입체시 모드(3D 모드)가 전환 토글 동작을 한다. 도 2의 위쪽의 도면은 2D 모드 시의 표시 화

면이며, 아래쪽의 도는 3D 모드 시의 화면이다.

항목 MI9는 3D 화상 표시 모드의 종류(Odd-even 모드 또는 보색 모드)의 선택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본 실시예

에 있어서는 2개의 모드만이 선택 가능하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합성 방법으로 적합한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

다. 구체적으로는 화상을 합성하여 입체 화상을 얻는데 있어서, 좌우 양 눈의 2 시점에 대응하는 2개의 화상을 사용하는 방

법 이외에, 4 시점에 대응하는 4개의 화상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8 시점 및 9 시점에 각각 대응하는 8 화상 및 9 화상을 사

용하는 합성 방법의 모드를 사용자에게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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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I10은 합성 방법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입체 세계가 화면으로부터 오목하게 보이는 F1 모드의 것인지, 볼록하게 보

이는 F2 모드의 것인지의 전환조작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도 2에서는 양 화면과도 F1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게는 입체 세계가 오목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

도 3은 사용자가 항목 MI2를 조작한 경우에 표시부(21)에 표시되는 설정 다이얼로그 패널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동 도

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설정 다이얼로그 패널은 상부에 타이틀 바 BR가 표시되고, 그 타이틀 바에는 이 설정 다이얼로

그 패널을 닫기 위한 클로즈 박스 BC가 배치되어 있다.

또, 설정 다이얼로그 패널은 슬라이더 바 IS1, IS2, 입력창 IB1, IB2, IB3, IB4, 입력 박스 IB5 및 IB6, 및 버튼 BM2 및

BM3가 배치되어 있다. 사용자는 슬라이더 바 IS1을 조작하고, 인터페이스 깊이의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입력창 IB1에는

지정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깊이"의 값이 표시된다. 또는 입력창 IB1에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 깊이란, 사용자에게, 표시 화면에 대해 입체 화상 전체가 어느 정도 오목하게 (또는 볼록하게) 지각되

는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이 값이 클수록, 입체 화상 전체가 화면으로부터 볼록하게 (또는 오목하게) 있는 것으로 지

각된다. 또, 예를 들면, 화소를 왼쪽 눈 화상에 대하여 시차분을 좌측으로 이동해 오른쪽 눈 화상에 대하여 우측으로 이동

해 표시된 입체 화상이 표시 화면으로부터 내부에 오목하게 보인다고 하면, 화소 이동 방향을 반대로 함으로써, 입체 화상

은 표시 화면으로부터 볼록하게 보이게 된다.

사용자는 슬라이더 X-IS2를 조작하고, "기복도(undulation)"의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입력창 IB2에는 지정되어 있는 기복

도의 값이 표시된다. 또는 입력창 IB2에 직접 수치를 입력해도 된다. 여기서 기복도란, 입체 화상의 기복도, 환언하면, 입체

화상의 최저 깊이로부터 최고 깊이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즉, 이 값이 클수록 입체 화상 내의 기복이 강조되고 역으로 이

값이 작으면 입체 화상 전체가 더 편평한 것으로 지각된다.

사용자는 피사체 깊이의 상한치 및 하한치를 각각 입력창 IB3 및 IB4에 입력할 수 있다. 여기서 피사체 깊이란, 화상에 포

함되는 피사체마다 할당되는 양으로서, 화면에 대하여 그 피사체가 어느 정도 오목하게 되어 있는지 (또는 볼록하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파라미터이다. 조작 버튼 BM1은 피사체 깊이의 상한치 및 하한치를 디폴트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

다.

사용자는 체크 박스 IB5 또는 IB6 중 어느 하나 한쪽을 체크함으로써 개시 라인을 홀수 라인으로 할 것인지 짝수 라인으로

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버튼 BM2가 조작되면, 현재의 설정 내용이 확정하고, 버튼 BM3이 조작되면, 현재의 설정 내

용이 파기되고 이전에 설정한 내용이 유효로 된다. 이같이 하여 설정된 파라미터값은 후술하는 화상 처리에 있어서 이용된

다.

1조의 화상을 사용하여 입체시를 실현하는 수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Odd-Even 방식을 채용한다. 즉, 표

시부(21)의 화면에 편광 스트라이프 필터를 붙여 사용자는 편광 안경을 장착하여 표시 화면을 보는 것으로, 입체적인 화상

이 사용자에게 지각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부(21)의 표시 화면을 구성하는 각 수평 주사선 중 짝수 라인 S10, S12,

···에, 왼쪽 눈의 편광 스트라이프 필터 FL0, FL2, ···를, 각각에 대응하는 폭과 간격으로 붙인다. 한편, 표시 화면의 홀수

라인 S11, S13, ···에는 오른쪽 눈의 편광 스트라이프 필터 FL1, FL3, ···을, 각각에 대응하는 폭과 간격으로 붙인다. 그리

고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체 화상 데이터 중 왼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를 표시부(21)의 짝수 라인 S10, S12, ···에

표시하는 동시에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를 표시부(21)의 홀수 라인 S11, S13, ···에 표시한다. 여기서 왼쪽 눈의 편

광 스트라이프 필터 FL0, FL2, ···와 오른쪽 눈의 편광 스트라이프 필터 FL1, FL3, ···과는 그 편광 방향이 직교하고 있다.

한편, 도 6에 나타낸 편광 안경 GS에 있어서는 왼쪽 눈에 대응하여 필터 Fleft가, 오른쪽 눈에 대응하여 필터 Fright가 설

치된다. 여기서, Fleft 및 Fright의 편광 방향은 각각 왼쪽 눈의 편광 스트라이프 필터 및 오른쪽 눈의 편광 스트라이프 필

터와 평행이다.

사용자는 편광 안경 GS를 착용하여 이 표시부(21)의 표시 화면을 보면, 표시부(21)의 짝수 라인 S10, S12, ···의 표시 내용

은 편광 스트라이프 필터 FL0, FL2, ···를 통과하므로, 왼쪽 눈에 대응하여 설치된 필터 Fleft를 투과하여 왼쪽 눈에 도달

하지만, 오른쪽 눈에 대응하여 설치된 필터 Fright에 의해 차단되므로 오른쪽 눈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한편, 표시부(21)의

홀수 라인 S11, S13, ···의 표시 내용은 편광 스트라이프 필터 FL1, FL3, ···을 통과하므로, 필터 Fright를 투과하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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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도달하지만, 필터 Fleft에 의해 차단되므로 왼쪽 눈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이같이 하여, 사용자의 왼쪽 눈에서는 왼쪽

눈을 위한 화상이, 오른쪽 눈에서는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이 각각 감지되므로, 사용자는 표시 화상을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B. 화상처리>

도 7은 사용자가 소정의 조작을 행하고, 입체 화상 표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고 3D 화상 표시 모드가 선택된 경우에, 3D

화상 형성 장치(1)가 행하는 화상 처리의 흐름의 개략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CPU(11)는 컬러 동영상 데이터의 1프레임분의 데이터를 판독(스텝 S101), 그 데이터가 RGB 포맷의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다(스텝 S102). RGB 이외의 포맷인 경우, 읽어들인 1프레임분의 컬러 화상 데이터를, RGB 포맷의 컬러 화상 데이

터로 변환한다(스텝 S103). 여기서, 컬러 동영상 데이터의 포맷은 임의이다. 또, 당해 동영상 데이터는 압축되어 있어도 된

다. 이 경우, 스텝 S101의 전에, 당해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처리를 설치하면 된다. 또, 컬러 동영상 데이터의 1화소 근처의

색 깊이(비트 깊이)로서는 16 비트, 24 비트, 또는 32 비트 중 어느 하나의 것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이 컬러 동영상 데이터

는 자기 디스크 장치(18)나 CD-ROM(20)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어도 된다. 또는 DVD 등의 영상 재생 기기와 케이블 접속

함으로써 화상 데이터를 입력해도 된다. 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등의 촬영 기기로부터 입력되어도 된다. 또는 수상

기와 접속에 의하여, 수신한 위성방송이나 유선 방송의 화상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또는 인터넷상의 서버

로부터 다운로드한 것이어도 된다.

다음에, CPU(11)는 판독한 1 프레임분의 컬러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각각의 화소에 대하여, 화상 데이터 값(R값, G값, B

값)에 근거해 그레이 스케일값을 산출하고, 이것을 Z값으로 설정한다(스텝 S104, 이하 그레이 스케일 보정 처리라 한다).

이같이 하여 각 화소의 Z값을 결정하면, 역전 판정 처리(스텝 S105), 평활화(스텝 S106), 분포 보정(스텝 S107), 국소 보

정(스텝 S108, S109)을 행하고, Z값을 보정하여 간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하여 얻어진 보정 후의 Z값에 따라 화소이동량

을 산출하고, 화소를 이동시켜 입체 화상을 작성하는 것이다(스텝 S110) 이하, 각 처리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식의 구문이나 데이터 형태 등의 기술 방법은 C 언어 또는 그것의 확장 언어(C++ 언어 등)

의 기술 방법에 준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색 깊이로서 16 비트, 24 비트, 및 32 비트

중 어느 하나의 RGB 포맷의 컬러 화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화소에 있어서의 색

깊이가 16 비트의 컬러 화상 데이터는 R 데이터가 5 비트, C 데이터가 6 비트, 및 B 데이터가 5 비트의 데이터 구성을 가

진다. 색 깊이가 24 비트의 데이터의 경우는 R 데이터, G 데이터, B 데이터는 각각 8 비트, 8 비트, 8 비트의 데이터 구성

을 가진다. 또, 색채 깊이가 32 비트의 경우는 24 비트의 컬러 화상 데이터의 선두에 8 비트의 더미 데이터를 부가한 데이

터 구성을 가진다.

<B-1. 그레이 스케일 보정 처리>

도 9, 도 10, 및 도 11을 사용하여, 그레이 스케일 보정 처리(도 7, 스텝 S104)의 상세를 설명한다.

이 그레이 스케일 보정 처리에 있어서는 원화상 데이터의 R값, G값, 및 B값을 그대로 Z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R

값, G값, 및 B값에 대하여, 가중을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의 화소의 표시 색 중 적색

성분 R, 녹색성분 G 및 청색 성분 B 각각에 소정의 가중을 행하여 그레이 스케일값을 취득한다.

Z = 0. 3 × R + 0. 59 × G + 0.11 × B 1

화상 데이터의 색 깊이가 16비트인 경우에는 하나의 화소의 그레이 스케일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0 ~ 31이며, 24 비트

또는 32 비트인 경우는 모두 0 ~ 255로 된다.

그리고 이 가중 계수 30%, 59%, 11%는 인간의 망막에 존재하는 적 원뿔체, 녹 원뿔체, 및 청 원뿔체의 수의 비율에 근거한

것이다. 이외의 가중 계수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기 계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그레이 스케일값에 따라 입체 화상

을 생성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낼 수가 있다.

다음에, 가중 계수를 사용한 그레이 스케일의 값을 보정한다. 이 그레이 스케일의 1계조를 1단위의 깊이로서 사용하면, 원

화상의 구도상에서 앞에 위치하는 1계조와 멀리 위치하는 1계조가, 같은 단위의 깊이(같은 깊이 거리)를 표현하게 되어,

화소 본래의 Z값의 표현에 부정확이 생긴다. 그래서, 원화상의 구도상에서 앞에 위치하는 계조의 값(그레이 스케일값)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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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멀리 위치하는 계조의 값(그레이 스케일값)만큼, 보다 큰 값의 깊이(깊이 거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서,

가중 계수를 사용하여 취득한 그레이 스케일의 계조의 값을 수열 an(n = 1, 2, 3, ···)으로 간주하여, 이하의 수식(2)에 나타

낸 등차 수열 또는 이하의 수식(3)에 나타낸 등비 수열을 사용하여, 원화상의 구도상에서 앞에 위치하는 계조로부터 멀리

위치하는 계조일수록, 보다 큰 단위의 깊이(깊이 거리)를 부여하여 얻어지는 값을 당해 화소의 Z값으로 한다.

an = a + (n-1) * d (2)

an = a * rn-1 (3)

다만, n은 정의 정수, a는 초항으로서, 보정량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공차 d 및 공비 r은 원화상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값

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하, *src는 원화상 데이터 src가 저장되고 영역(어드레스)을 나타낸 포인터, WD는 원래의 화상의 가로 방향의 화소수,

HT는 원화상의 세로 방향의 화소수, *zinfo는 산출한 Z값을 저장하는 영역을 나타낸 포인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예

를 들면, 원래의 화상 데이터의 사이즈가 1024도트 * 768도트인 경우, WD는 1024, HT는 768로 된다.

먼저, 도 9에 있어서, CPU(11)는 처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화소의 데이터의 색 깊이가 16 비트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201). 16 비트의 경우, 변수 선언 Unsigned Short * srcp를 수행하고(스텝 S202), 주목 화소의 데이터 src를 unsigned

short로 형태 변환하고(스텝 S203), 변수 srcp에, 데이터 src의 어드레스를 대입한다(스텝 S204).

이어서, CPU(11)는 카운터 CC의 값을 0으로 설정한다(스텝 S205). 다음에, 스텝 S206으로 진행되어, 카운터 CC의 값이

WD*HT」보다도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206).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1화면분의 모든 화소에 대한 처리가 종

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레이 스케일 보정 처리를 종료한다.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 후단의 스텝 S207 ~ S210에 있어서, 당해 화소에 대하여 그레이 스케일 보정 처리를 행한다.

즉, CPU(11)는 먼저, 스텝 S207에 있어서, 변수 R에, 포인터*srcp에 의해 지시받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16 비트의 데이

터와 16 진수 F800 또는 2진수에서는 1111100000000000과의 논리곱을 취하여, 이것을 11비트 산술 우측 시프트

(arithmetic shift right)하고, 그 결과에 30을 곱한다. 이같이 하여 얻어진 값을 int로 형태 변환하고, 이것을 새로운 R값을

이라고한다(스텝 S207). 이같이 하여, 변수 R에는 5 비트의 R 데이터에 30을 곱한 값이 대입된다. 다음에, 스텝 S208로

진행되어, 변수 G에, 포인터*srcp에 의해 지시받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16 비트 데이터와 16 진수 07E0를 논리적하고,

이것을 5 비트 산술 우측 시프트하고, 이것에 59를 곱한다. 또한, 이같이 하여 얻어진 값을 int로 형태 변환하고, 이것을 새

로운 G값으로 한다(스텝 S208). 이상에 의하여, 변수 G에는 6 비트의 G 데이터에 59를 곱한 값이 대입된다. 다음에, 변수

B에, 포인터*srcp에 의해 지시받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16 비트 데이터와 16 진수 001F를 논리곱을 취하여, 이것에 11

을 곱한다. 또한, 이같이 하여 얻어진 값을 int로 형태 변환하고, 이것을 새로운 B값으로 한다(스텝 S209). 이같이 하여, 변

수 B에는 5 비트의 B 데이터 5 비트에 11을 곱한 값이 대입된다. 마지막으로, 변수 R과 변수 G와 변수 B의 값의 총합을

100으로 나눈 결과를, 포인터*zinfo로 나타내는 영역에 대입한다(스텝 S210).

이것으로 1화소의 처리가 종료했으므로, 변수 srcp, zinfo, 카운터 CC의 값을 각각 1씩 늘리고(스텝 S211), 다시 스텝

S206으로 복귀하여, 다음의 화소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이상의 처리를 1화면분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 행한

다.

또, 스텝 S201의 판정 결과가 NO로 되는 경우는 색 깊이가 24 비트인지 여부를 조사한다(도 10, 스텝 S215). 다음에, 도 9

의 스텝 S205 및 S206와 마찬가지로, 카운터의 리셋(스텝 S216) 및 종료 판정(스텝 S217)을 행한다.

이어서 16 비트 데이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값, G값, B값을 각각 보정한다. 즉, 도 9의 스텝 S207 ~ S209 대신에, 도

10의 스텝 S218 ~ S220을 실행한다. 즉, 먼저, 변수 B에 있어서, 포인터*STC로 나타내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24 비트

데이터에 11을 곱해 이것을 변수 B에 대입한다(스텝 S218). 다음에, 포인터*(src+1)에 의해 나타내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24 비트 데이터에 59를 곱한 값을 변수 G에 대입한다(스텝 S219). 이어서, 포인터*(src+2)에 의해 나타내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30을 곱한 값을 변수 R에 대입한다(스텝 S220). 스텝 S221 및 S222를 포함하는 이후의 처리는

16 비트 데이터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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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215에서 판단 결과가 NO인 경우, CPU(11)는 색 깊이가 32 비트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변수 선언

Unsigned long *srcp를 수행하고(도 11, 스텝 S225), 처리 대상의 화소의 데이터 src를 unsigned long으로 형태 변환하

고(스텝 S226), 변수 srcp에, 데이터 src의 어드레스를 대입한다(스텝 S227). 이어서, 16 비트 데이터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카운터값의 리셋(스텝 S228) 및 종료 판정(스텝 S229를 행한다.

다음에, 스텝 S230 ~ S232에 있어서, R값, G값, B값을 보정한다. 즉, 먼저 포인터*srcp에 의해 나타내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32 비트 데이터와 16 진수 00FF0000의 논리곱을 취하여, 이것을 16 비트 산술 우측 시프트하고, 그 결과에 30을 곱

한다. 또한, 이것을 int로 형태 변환하고, 변수 R에 대입한다(스텝 S230). 이로써, 변수 R에는 8 비트의 R 데이터에 30을

곱한 값이 대입된다. 다음에, 데이터 32 비트 데이터와 16 진수 0000FFO0를 논리곱하고, 이것을 8 비트 산술 우측 시프트

하고, 그 결과에 59를 곱한다. 또한, 이것을 int로 형태 변환하여 변수 G에 대입한다(스텝 S231). 이로써, 변수 G에는 8 비

트의 G 데이터에 59를 곱한 값이 대입된다. 다음에, 포인터*srcp에 의해 지시받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32 비트

데이터와 16 진수 000000FF과의 논리곱을 취하여, 이것에 11을 곱한다. 또한, 이 값을 int로 형태 변환하여 변수 B에 대

입한다(스텝 S232). 이로써, 변수 B에는 8 비트의 B 데이터에 11을 곱한 값이 대입된다. 이후의 처리는 16 비트 및 24 비

트의 경우와 같다.

<B-2. 역전 판정 처리>

다음에, 도 12 ~ 14를 참조하여 역전 판정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 스텝 S105).

본 처리에 있어서는 입체 화상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얻을 수 있는 화상으로 하기 위하여, 스텝 S104에서 얻어진

Z값을 수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입체 화상만을 작성할 때는 화소의 Z값에 따라 화소이동량을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원칙이

다. 예를 들면, 스텝 S104에서 얻어진 Z값에 정비례하도록 화소이동량을 결정하면 된다. 이같이 하면, Z값이 큰 피사체(즉

밝은 피사체)일수록 이용자로부터 보아 앞에 위치하고, Z값이 작은 피사체(즉 어두운 피사체)일수록 이용자로부터 보아 멀

리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원화상에 있어서, 어두운 피사체가 멀리 위치하고, 밝은 피사체가 앞에 위치하는 경우에

는 현실감이 있는 자연스러운 입체시가 실현된다.

그러나 원화상 속에는 밝은 배경(예를 들면 푸른 하늘)의 중앙에 어두운 피사체가 존재하는 경우, Z값이 큰 피사체일수록

이용자로부터 보아 멀리 위치하고, Z값이 작은 피사체일수록 이용자로부터 보아 앞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화

상에 대하여 Z값에 비례하도록 화소이동량을 결정하면, 이용자가 지각하는 입체 화상은 피사체의 원근이 역전한 부자연스

러운 것으로 된다.

그래서, 본 처리에 있어서는 원화상에 있어서의 Z값의 변화의 경향을 해석하고, 이것에 따라서, 화소이동량의 대소와 Z값

의 대소와의 관계를 역전시켜야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화상 데

이터에 의해 표현되는 1화면을, 좌측 상코너, 중앙 상단, 우측 상코너, 중앙 좌측 구석, 중앙, 중앙 우측 구석, 좌측 하코너,

중앙 하단, 우측 하코너에 있는 세로 8 도트 x 가로 8 도트 사이즈의 각 영역(이하, "샘플링 영역"이라 한다) SS1 ~ SS9으

로 분할한다. 그리고 이 샘플링 영역의 크기는 세로 8 도트 x 가로 도트에 한정되지 않고, 또 샘플링 영역의 수도 임의로 설

정할 수 있다.

이들 샘플링 영역의 각각에는 가중 계수가 할당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역 SS1, SS2, SS3, SS4, SS5, SS6, SS7, SS8,

SS9에는 각각 3, 4, 3, 2, 5, 2, 1, 2, 1의 가중 계수가 할당된다. 할당 방법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지만, 화상 중의 피사체의

원근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일반적인 경향이란, 화상 중 상부 쪽이 하부보다 원경(예를 들면 하

늘)인 경우가 많고, 또, 인물이나 꽃 등을 촬영한 화상의 경우는 화상의 중앙부에 피사체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 즉, 중앙의 샘플링 영역의 가중 계수가 가장 크게 되고, 위쪽의 샘플링 영역은 하방의 샘플링 영역보다도 큰 가중 계수

가 할당된다.

이하, 도 13 및 14를 참조하여, 역전 판정 처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CPU(11)는 화상 데이터에 있어서의

모든 화소의 Z값의 평균치 MZ를 산출한다(스텝 S301). 다음에, 변수 S1, S2, 및 카운터 CT의 값을 0에 초기설정한다(스

텝 S302). 여기서, 변수 S1(S2)는 화면의 밝기의 평균치보다 어두운(밝은) 영역의 가중 계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며, 카

운터 CT의 값은 처리가 행해진 샘플링 영역의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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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카운터 CT의 값이 9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하고(스텝 S303), 모든 샘플링 영역 SS에 관해서 처리가 종료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당해 샘플링 영역의 평균 Z값이 평균치 MZ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304).

스텝 S304의 판정 결과가 YES가 될 때는 변수 S1에, CT번째의 샘플링 영역의 가중 계수를 가산한다(스텝 S305). 또, 스

텝 S304의 판정 결과가 NO가 될 때는 변수 S2에, CT번째의 영역의 가중 계수를 가산한다(스텝 S306). 다음에, 카운터

CT의 값을 1만큼 늘리고(스텝 S307), 스텝 S303으로 복귀하여, 다음의 샘플링 영역에 관해서 처리를 행한다.

이같이 하여 9개 샘플링 영역의 모두에 관해서 처리가 종료하면(스텝 S303, NO), 도 14의 스텝 S308로 진행되어, 변수

S1의 값이 변수 S2의 값보다 큰지를 조사한다. S1>S2인 경우는(스텝 S308, YES), Z값을 반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스텝

S309). S1>S2가 아닌 경우(스텝 S308, NO), 또한 S1<S2인가를 판정한다(스텝 S310). S1<S2인 경우(스텝S310, YES),

Z값을 반전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스텝 S311). S1>S2이고 S1<S2, 즉 S1=S2인 경우는(스텝S310, NO), 중앙부의 샘

플링 영역 SS5의 평균 Z값이, 평균치 MZ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312). 스텝 S312의 판정 결과가 YES인 때는 Z

값을 반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스텝 S313), NO인 때는 Z값을 반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스텝 S314).

또, 이하의 판정 처리를 또한 행해도 된다. 즉, 9개의 샘플링 영역 SS1 ~ SS9 중, 샘플링 영역 내의 Z값의 평균치가 원화상

전체의 Z값의 평균치보다 큰 샘플링 영역을 특정하고, 특정한 1이상의 샘플링 영역의 가중치를 합계한다. 그리고 구해진

합계치가 예정된 임계치 이상인 경우, 원화상의 구도상에서 앞의 위치에 묘사되어 있는 부분보다 어둡고, 먼 위치에 묘사

되어 있는 부분보다 밝은 경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화소이동량의 대소와 Z값의 대소와의 관계를 반전시키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것에 대하여, 구해진 합계치가 예정된 임계치 미만인 경우, 즉 원화상의 구도상에서 앞의 위치에 묘사되어 있

는 부분보다 밝고, 먼 위치에 묘사되어 있는 부분보다 어두운 경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화소이동량의 대소와 Z값의

대소와의 관계를 반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어서, CPU(11)는 입체 화상 표시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의 항목 M110의 설정이, F2 모드(볼록하게 보임)가 되어 있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315). F2 모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스텝 S309, S311, S313, S314에서 얻어진 판정 결과를 또

한 반전한다(스텝 S316). F2 모드의 경우는 깊이와 Z값의 관계를 역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역전 판정 처

리가 종료한다. 그리고 본 처리에서 얻어진 역전의 유무의 판정 결과는 후술하는 처리(도 7, 스텝 S110)에 반영된다.

<B-3. 평활화 처리>

역전 판정 처리에 이어서, CPU(11)는 도 7의 스텝 S104에서 산출한 Z값을 평활화하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스텝 S106).

본 처리를 행하는 이유는 이하와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입체 화상은 각 화소를 원래의 위치로부터 시차에 상당하는 양만 좌우로 이동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리

고 그 이동량은 Z값으로부터 구해진 다. 따라서, Z값의 변화가 격렬한 부분에서는 시차의 변화가 격렬하고, '화소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며 이것은 인접하는 화소가 각각 좌우 역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물체에 광이 맞아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윤곽의 부분 등에 많이 발생한다. 그 결과, 생성된 입체 화상에는 윤곽이 희미해지고, 간섭 무늬

모양(interference fringe)이라는 혼란이 생긴다. 본 처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출현하지 않게 Z값을 보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CPU(11)는 원화상에 포함되는 각 화소 Px마다, 그 화소 Px를 포함하는 특정의

영역(이하 매트릭스 영역이라고 한다) MM에 있어서의 Z값의 평균치를 산출하고, 이 구해진 평균치를 당해 화소 Px의 Z값

으로서 갱신한다. 즉, 각 화소 Px의 Z값이, 당해 화소 Px를 좌측 상코너에 포함하는 세로 12 도트(My)와 가로 12 도트

(Mx)의 매트릭스 영역 MM에 있어서의 합계 144 화소의 Z값의 평균치로 치환된다. 이 처리를 행함으로써, 원화상에 있어

서의 근접 화소의 Z값의 변화는 스텝 S1O4에서 산출된 Z값보다 스무스한 것으로 된다.

그리고 매트릭스 영역 MM의 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하다. 매트릭스 영역 MM을 크게 하면, 평균치를 산출하는 대상으로

되는 화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각 화소끼리의 Z값의 차는 작아지고, 따라서 이용자에 의해 지각되는 입체감은 작게 된

다. 역으로, 매트릭스 영역을 작게 하면, 각 화소끼리의 Z값의 차는 크게 되어, 이용자에 의해 지각되는 입체감은 크게 된

다.

이하, 도 16을 참조하여 본 처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outinfo는 평활화된 Z값을 저장하는 영역에의

포인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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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목 화소의 세로 방향의 위치를 나타내는 카운터 CLN를 0에 세트한다(스텝 S401). 다음에, 카운터 CLN의 값이 세

로 화소수 HT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402). 이 판정 결과가 NO는 1화면분의 처리가 종료된다고 판정하고, 이

처리를 종료한다.

스텝 S403에 있어서, 주목 화소 Px가 화면의 하단으로부터 12화소보다도 위에 있는지, 즉 HT-CLN의 값이 12 이상 인가

를 판정한다. 이 판정 결과가 YES가 될 때는 매트릭스 영역 MM의 세로 방향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변수 MTh에 12를 대입

한다(스텝 S404). 그렇지 않은 경우, 변수 MTh에 HT-CLN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405). 이같이 하여, 주목 화소가 화면

의 하단 부근에 있는 경우의 매트릭스 영역의 사이즈를 조정한다.

다음에, 주목 화소의 가로 방향의 위치를 나타내는 카운터 CWD의 값을 0에 세트한다(스텝 S406). 다음에, 카운터 CWD의

값이 가로 폭 화소수 WD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407).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 주목 화소 Px가 화면의

우측 구석으로부터 12화소분보다 좌측에 있는지, 즉 WD-CWM의 값이 12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408).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에는 매트릭스 영역 MM의 세로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변수 MTw에 12를 대입한다(스텝

S409). 판단 결과가 NO인 경우는 변수 MTw에WD-CWD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410). 이같이 하여, 주목 화소가 화면의

우측 구석 부근에 있는 경우의 매트릭스 영역의 사이즈를 조정한다.

다음에, 그때의 카운터 CLN, CWD의 값으로 나타내는 주목 화소에 대하여, 사이즈가 MTh x MTw로 표현되는 매트릭스

영역 MM 내의 모든 화소의 Z값(zinfo)의 합계치 SM1을 산출한다(스텝 S411). 그리고 매트릭스 영역 MM의 Z값의 평균치

인 SM1/(MTh*MTw)를 outinfo에 대입한다(스텝 S412).

이것으로 1화소분의 처리가 완료하였으므로, 다음에 카운터 CWD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413), 스텝 S407에 복귀하여,

주목 화소를 치환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또, 스텝 S407의 판정 결과가 NO가 될 때는 1행분의 화소에 대한 처리

가 종료했으므로, 카운터 CLN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414), 스텝 S4O2로 복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반복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모든 화소에 대하여 본 처리를 행한다.

<B-4. 분포 보정 처리>

다음에, 분포 보정 처리(도 7, 스텝 S107)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 평활화 처리를 거쳐 산출된 각 화소의 Z값은 화상 전체의 Z값의 평균에 의존하므로, 그만큼 분포가 편향되어 있는 경

우가 있다. 이 예를 나타낸 것이 도 17의 윗 그림이다. 이 Z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입체 화상을 작성하면, 자연스러운 입체

감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그래서, Z값 분포를 도 17의 아래 그림과 같이 보정하는 것이 본 처리이다.

이하, 도 18 및 도 19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z_image는 Z값을 저장한 영역을 나타낸 포인터, ave_z

는 모든 화소의 평균의 Z값, max_z 및 min_z는 각각 Z값의 최대치, 최소치를 나타내고, *adjust_z_image는 보정 후의 Z

값을 저장하는 영역을 나타낸 포인터이다.

먼저, max_z, min_z, ave_z를 각각 산출한다(스텝 S501). 이어서, 분포의 펼쳐져 변동을 나타내는 변수 max_span 및 변

수 min_span에, 각각 max_z-ave_z의 값 및 min_z_avez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502).

다음에, 색 깊이가 16 비트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503). 16 비트인 경우는 계조도(gradation scale)를 나타내는 변수

max에 31을 대입한다(스텝 S504). 색 깊이가 24 비트 또는 32 비트의 경우(스텝 S503, NO), 변수 max에 255를 대입한

다(스텝 S505).

이어서, 카운터 CLN를 0에 세트하고, 주목 화소에 있어서의 Z값의 수정분을 나타내는 포인터 변수 *pz_image에 z_

image가 저장되는 어드레스를 저장한다(스텝 S506). 이어서, 카운터치 CLN이 세로폭 화소수 HT보다 작은지 여부를 조

사한다(스텝 S507).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 모든 화소에 대하여 처리가 종료된다고 판정하고, 분포 보정 처리를 종료

한다.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 카운터 CWD를 0에 세트하고(스텝 S508), 카운터 CWD의 값이 가로폭 화소수 WD보다 작은

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509). 이 판정 결과가 NO 때는 1행분의 화소의 처리가 종료된다고 판정하고, 카운터 CLN의 값

을 1 늘리고(스텝 S510), 스텝 S507에 복귀하여, 다음 행의 화소의 처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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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텝 S509의 판정 결과가 YES로 된 때에는 pz_image의 값이 ave_z보다 큰지를 판정한다(스텝 S511). pz_

image>ave_z, 즉 Z값이 평균치보다 큰 경우는 Z값의 수정분을 나타내는 변수 z에, (z-ave_z)/max_span*(max-avez)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512).

스텝 S511의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또한, *pz_image<ave_z인가의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513). 스텝 S513의 판정

결과가 YES가 될 때는 변수 z에, (z-ave_z)/(min-z-ave_z)*M1n_span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514). 스텝 S513의 판정

결과가 NO가 될 때, 즉, *pz_image의 값이 화소 평균치 ave_z에 동등할 때에는 변수 z에 O를 대입한다(스텝 S515).

이같이 하여, 변수 z를 산출하면, *adjust_z_image에, *pz_image+z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516). 이상에 의하여, 당해

화소에 대하여 보정 후의 Z값이 저장된다.

다음에, pz_image의 값, adjust_z_image의 값, CLN의 값을 각각 1 늘린 후(스텝 S517), 스텝 S509로 복귀하여, 주목 화

소를 치환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이것을 반복하여, 모든 화소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B-5. 국소 보정 처리>

다음에, 국소 보정 처리(도 7, 스텝 S108)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상의 처리를 행하여 Z값을 보정해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피사체에 있어서의 Z값 분

포에 불균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본래, 구형의 물체 내에서는 Z값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완만하게 변

화해야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어느 부분의 화소만 그 Z값이 극단적으로 큰(작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는 그 Z값의

분포에 불균일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Z값을 사용하여 입체 화상을 작성하면, 당해 피사체의 깊이의 순서성이 불균일하게 되고, 하나의 물체로서 인식

되어야할 피사체의 화상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 국소 보정 처리에 있어서는 1 이상의 피사체를

추출하여, 피사체마다 화소의 Z값을 보정하는 것이다.

이 처리의 개요를, 도 20 및 도 2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스텝 S107까지의 처리로 얻어진 Z값의 범위(단계수)를 수

정한다(도 21, 스텝 S700). 다음에, 수정 후의 Z값이 같은 화소에 의해 표현되는 Z값의 등고선(HL0 ~ HL5)을 구한다(스

텝 S701). 다음에, 얻어진 등고선에 따라 피사체(도 20: OB1, OB2)를 특정한다(스텝 S702). 또한, 상기 피사체의 Z값에

관한 중심점 PPC의 Y 좌표를 구하고, PPC로부터 시작하는 수직선과 등고선과의 교점의 Y 좌표를 산출한다(스텝 S703).

그리고 이들 산출한 좌표를 사용하여 그 피사체에 관한 화소의 Z값을 구한다(스텝 S704, S705). 마지막으로, 인접하는 2

개의 등고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후 등고면이라고 함)마다, 상기 영역 내의 화소의 Z값을 보정한다(스텝 S706). 단, 등고

선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는 상기 등고선의 내측의 영역이 등고면으로 된다. 이하, 각 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a) 계조수 수정

전술한 바와 같이, 입체 화상에 있어서의 화소이동량의 최소의 단위는 하나의 화소이다. 즉, 하나의 화소보다 작은 양을 화

소이동량으로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Z값이 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화소이동량을 그 최소단위인 화소 하나만 증가시

켜도, Z값이 최대치인 255인 경우에는 화소이동량이 화소 256개분에 상당하는 크기로 된다. 그러나, 화소이동량이 너무나

커지면(예를 들면 화면 위에서 8mm 이상으로 되면) 입체 화상을 시인하는 이용자에게 눈의 피로가 오기 쉬워지고, 또한

이용자가 입체적으로 지각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CPU(11)는 스텝 S107까지의 처리로

얻어진 각 화소의 Z값을 몇 개의 단계의 이산치에 근사하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CPU(11)는 화소마다, 스텝 S107에 의해 얻어진 Z값을 둥근 계수 MK로 나누고, 이 제산 결과를 정수화(소

수점 이하의 버림, 올림 또는 사사오입)한 수치에 대하여 같은 둥근 계수 MK를 곱셈한다. 이 결과, 각 화소의 Z값은 둥근

계수 MK의 정수배에 상당하는 수치에 근사된다.

즉, 둥근 계수 MK는 Z값이 근사되어야 할 각 이산치의 간격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 둥근 계수 MK로서, Z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최대치 255를, 사용자에게로부터 지정되는 피사체 깊이 0b로 제거한 값을

정수화한 수치가 이용된다. 이 피사체 깊이 0b는 근사에 의해 얻어진 Z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단계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

면, MK=10이면, 취할 수 있는 Z값의 범위는 0, 1, 2, 3, ···25의 26 단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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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등고선 산출

다음에, 도 22 ~ 24를 참조하여, 등고선 산출 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outline는 윤곽 추출 기초 데이

터의 저장 영역을 나타낸 포인터, *cord는 Z값 벡터 저장용 영역을 나타낸 포인터이다. 또, cord는 Vinfo라는 구조체의 데

이터이며, Vinfo라는 구조체는 Z값, npoint(정수치), 및 *point(좌표 데이터)라는 데이터 요소를 가진다.

먼저, CPU(11)는 정수 max에, 255를 둥근 계수 MK로 제산한 결과를 대입하고, 처리가 끝난 화소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

Targetz에 0 을 대입한다(스텝 S710).

다음에, 변수 Target_z의 값이 소정의 정수 max보다 크게 되었는지 어떠했는지를 판정한다(스텝 S711). 판정 결과가 NO

가 될 때는 이 처리를 종료한다. 판정 결과가 YES가 될 때는 카운터 CLN를 0에 세트하고(스텝 S712), 카운터 CLN의 값

이 HT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13).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Target_z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714), 스

텝 S711로 복귀한다. 스텝 S713의 판정 결과가 YES가 되는 경우는 카운터 CWD에 0을 대입하고, 변수 P1에 -1을 대입하

고, 변수 P2에 -1을 대입하고, 변수 fnd에 0을 대입한다(스텝 S715).

다음에, 카운터 CWD의 값이 WD보다 작은지 여부를 조사하여(스텝 S716), 스텝 S716의 판정 결과가 YES가 될 때는

*outline의 값이 Target_z의 값에 동등한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17). 스텝 S717의 판정 결과가 YES로 되는 때에는

변수 P1의 값이 0 이상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스텝 S718),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변수 P1에 카운터 CWD의 값을 대

입하고(스텝 S719), 카운터 CWD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720), 스텝 S716으로 복귀한다. 또, 스텝 S718의 판정 결과가

YES가 될 때는 스텝 S720으로 이행하고, 그 이후의 처리를 실행한다.

또, 스텝 S717의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변수 P1의 값이 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21). 이 판정 결과가 YES

인 경우는 변수 P2에 카운터 CWD의 값을 대입하고, 변수 fnd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722), 스텝 S720로 이행하고, 그 이

후의 처리를 마찬가지로 실행한다. 또, 스텝 S721의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스텝 S720로 이행하고, 그 이후의 처리를

마찬가지로 실행한다.

또, 스텝 S716의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변수 fnd의 값이 0보다도 큰지 여부를 판정한다 (스텝 S723).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카운터 CLN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724), 스텝 S713으로 복귀한다.

또, 스텝 S723의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당해 화소 위치에 대하여, Z값이 변화하고 있는 근방의 화소를 탐색한다. 구

체적으로는 도 23의 좌측에 나타낸 순서에 따라 탐색하여 간다. 즉, 먼저, 주목 화소 P1과 우측 상 위치에 있는 화소의 Z값

을 비교한다(스텝 S730). 2개의 Z값이 같은 경우는(스텝 S730, NO), 화소 P1의 바로 위에 있는 화소의 Z값과 주목 화소의

Z값을 비교한다(스텝 S731). 이하 마찬가지로 하여, 주목 화소의 주위 6개의 화소에 대하여 비교 판정을 행한다(스텝

S732 ~ S735). 이 탐색 순서의 모식도를 도 23의 우측에 나타낸다.

주목 화소 P1의 Z값과 다른 Z값을 가지는 화소를 발견한 경우(스텝 S730, S731, S732, S733, S734, S735, YES)는 찾아

낸 화소의 좌표가 이미 발견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근방의 화소를 모두 조사하였는지를 판정한다(스텝 S736). 이같

이 하여, 1화소씩 Z값의 상이한 에지 부분을 검출하여 간다. 에지 부분을 모두 조사하였을 경우(스텝 S736, YES), 이 처리

를 종료한다.

또, 스텝 S736의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cord의 point의 x 및 y의 값에, 각각 발견한 화소의 X 좌표의 값, Y 좌표의 값

을 저장한다(스텝 S737). 다음에, cord의 point의 값 및 npoint의 값을 각각 1 늘리고(스텝 S738 및 S739), 주목 화소 P1

을 당해 발견한 화소의 위치로 이동하고(스텝 S740), 스텝 S730으로 복귀하여, 다음의 화소에 대하여 처리를 행한다. 이같

이 하여 에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검출하여 가면, 한 개의 등고선이 구해진다.

(c) 피사체 중심 특정

다음에, 도 25 ~ 27을 참조하여, 피사체 중심 특정 처리(도 21, 스텝 S702)를 설명한다. 본 처리에 있어서는 하나의 피사

체에 관한 등고선 속에서 최내에 있는 것에 외접하는 직사각형의 정점의 좌표를 구하고, 당해 직사각형의 중심을 당해 피

사체의 Z값의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cent_cord는 최내의 직사각형을 저장하는 벡터 영역을 나타낸 포인터, center는 구

하는 중심점의 좌표 데이터, *sidecord는 구하는 직사각형(다만 최내에서는 없다)을 저장하는 벡터 영역을 나타내는 포인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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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PU(11)는 처리 대상으로 되는 등고선을 1개 선택한다(스텝 S750). 다음에, 이 등고선상의 화소의 X 좌표 및 Y 좌

표의 최소치 및 최대치를 나타내는 변수 g_min_x, g_max_x, g_min_y, 및 g_max_y의 값을 초기설정한다(스텝 S751).

그리고 도 25에 있어서는 편의상, gminx의 초기치는 999999로서 도시되어 있지만, WD보다 크면 어떤 값으로도 된다. _

min_y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 cordp에 cord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752).

다음에, cordp의 npoint의 값이 O보다 큰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53).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모든 등고선에 대

한 처리가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54).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 스텝 S750에 복귀하여, 다음의 등고선

에 대한 처리를 행한다. 또, 스텝 S754의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 처리를 종료한다.

스텝 S753의 판정 결과가 YES가 될 때는 변수의 초기설정을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카운터 CNT의 값을 0에 세트하고(스

텝 S755), minx에 999999를 대입하고, max_x에 0을 대입하고, min_y에 999999를 대입하고, 'max_y에 0을 대입하고

(스텝 S756), 변수 PNT에 corpd의 point의 값을 대입한다.

이어서, 카운터 CNT의 값이 cordp의 npoint보다 작은지, 즉, 한 개의 등고선에 관한 화소의 모두에 관한 처리가 완료했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57). 완료하고 있지 않은 경우(스텝 S757, YES), 변수 PNT의 x의 값이 min_x보다 작은지 여

부를 판정한다(스텝 S758).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 수평 최소 위치를 p1에 대입한다. 즉, p1.x의 값에 PNT의 x의 값

을 대입하고, p1.y의 값에 PNT의 y의 값을 대입하고, min_x의 값에 p1.x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759).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스텝 S759는 실행하지 않는다.

이어서, PNT의 x의 값이 max_x보다 큰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60).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 수평 최대 위치를

p2에 대입한다. 즉, p2.x의 값에 PNT의 x의 값을 대입하고, p2.y의 값에 PNT의 y의 값을 대입하고, max_x의 값에 p2.x

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761).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 스텝 S761은 실행하지 않는다.

다음에, 변수 PNT의 y의 값이, min_y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62).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수직 최소

위치를 p3에 대입한다. 즉, p3.x의 값에 PNT의 x의 값을 대입하고, p3.y의 값에 PNT의 y의 값을 대입하고, min_y의 값

에 p3.y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763).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스텝 S763은 실행하지 않는다.

이어서, 변수 PNT의 y의 값이 max_y보다 큰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64).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수직 최대 위

치를 p4에 대입한다. 즉, p4.x의 값에 PNT의 x의 값을 대입하고, p4.y의 값에 PNT의 y의 값을 대입하고, max_y의 값에

p4.y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765).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스텝 S765는 실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카운터 CNT의 값

을 1 늘리고, PNT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766), 스텝 S757로 복귀한다.

외접 직사각형의 정점이 산출되면(스텝 S757, NO), p1.x의 값이 g_min_x의 값보다 작은지 여부, 즉 구해진 직사각형이

최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67). 직사각형이 최내에 있는 경우(스텝 S767, YES), cordp를 cent_cord에 저장

하고(스텝 S768), g_min_x에 p1.x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769). 이어서, 결정된 최내의 직사각형의 정점인 (p1.x, p3.y)

와 점(p2.x, p4.y)을 연결하는 선분과 점(p2.x, p3.y)과 점(p1.X, p4.y)을 연결하는 선분과의 교점을 구하고, 이 X 좌표와

Y 좌표의 값을, 각각 center.x 및 center.y에 저장한다(스텝 S770). 그리고 직사각형이 최내의 것이 아닌 경우(스텝

S767, NO), 스텝 S768 ~ S770을 실행하지 않는다.

다음에, p2.x가 g_max_x보다 큰지를 판정한다(스텝 S771). p2.x>g_max_x인 경우(스텝 S771, YES), crordp를 side_

cord에 저장하고, g_m2ax_x에 p2.x를 대입한다(스텝 S772, S773). 그리고, p2.x>g_max_x가 아닌 경우(스텝 S771,

NO), 스텝 S772 및 S773를 실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cordp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774), 스텝 S753으로 복귀하여, 다른

등고선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반복한다.

(d) 교점 산출

도 28을 참조하여 교점 산출 처리(도 21, 스텝 S703)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p[]는 교점의 좌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이다.

먼저, 등고선을 1개 선택하고(스텝 S780), cordp에 cord를 대입하고, 변수 find를 0에 초기설정한다(스텝 S781). 이어서,

corpd의 npoint의 값이 0보다도 큰지를 판정한다(스텝 S782).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 모든 등고선의 처리가 종료하

였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83). 스텝 S783의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스텝 S780에 복귀하여, 다음의 등고선에 대

하여 처리를 실행한다. 또, 스텝 S783의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이 교점 산출 처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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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S782의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변수 PNT에 cordp의 point의 값을 대입하고, 카운터 CNT의 값을 0에 초기설정

한다(스텝 S784). 다음에, 카운터 CNT의 값이, cordp의 npoint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85). 이 판정 결과가

YES가 될 때는 또한 PNT.x와 center.x 가 동등한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86).

스텝 S786의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또한, PNT.y가 center.y보다 큰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87).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중심점으로부터 수직에 내린 수직선과 등고선과의 교점이 구해진다. 즉, p[find]·x에 PNT.x의 값을 대입하

고, p[find].y에 PNT.y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788).

이어서, find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789), 또, 데이터의 종단을 나타내기 위해, p[find].x와 p[find].y에 각각 -1을 대입

한다(스텝 S790). 다음에, cordp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791), 스텝 S782로 복귀한다.

또, 스텝 S786 또는 S787의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CNT의 값을 1 늘리고, PNT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792), 스텝

S785에 복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반복한다. 스텝 S785의 판정 결과가 NO가 될 때에는 스텝 S791로 진행된다.

(e) 면내 Z값 산출

도 29를 참조하여, 면내 Z값 산출 처리(도 21, 스텝 S704)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처리에 있어서는 산출된 피사체 중심

및 교점의 좌표를 사용하여, 등고면 내의 화소의 Z값을 새롭게 산출한다. 여기서, 정수 dist는 화면 상에 표시되는 화상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카메라로부터 표시 화면까지의 거리, 정수 focus는 상기 카메라의 초점 거

리, new_z[]는 본 처리로 산출되는 Z값을 저장하는 배열이다.

먼저, CPU(11)는 등고면을 1개 선택한 후(스텝 S795), 카운터 CNT의 값을 0에 초기설정한다(스텝 S796). 다음에, cent_

h에 HT로부터 center.y를 감한 값을 대입하고, 피사체의 깊이를 나타내는 object_h에, (dist/focus*cent_h)의 값을 대입

한다(스텝 S797).

이어서, p[CNT].x의 값이 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798).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new_z[CNT]에,

(object_h*focus/(p[CNT].y-center.y)-dist)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799). 즉, 임의의 등고면 내의 화소의 Z값을, 피사

체의 Z값의 중심점으로부터 상기 화소까지의 거리의 y성분에 비례하도록 보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운터 CNT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800), 스텝 S798에 복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스텝 S798의 판정

결과가 NO가 될 때는 모든 등고면에 대하여 처리가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스텝 S801), 스텝 S801의 판정 결과가

NO가 될 때는 스텝 S795로 복귀하여, 다른 등고면에 대하여 처리를 행한다. 또, 스텝 S801의 판정 결과가 YES가 될 때는

이 처리를 종료한다.

(f) 면내 수정치 산출

본 처리에 있어서는 도 21에 나타낸 스텝 S704에서 산출된 Z값을 사용하여, 등고면 내에 있는 화소의 Z값의 수정치를 산

출한다. 이하, 도 30을 사용하여 본 처리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adjust_outline[]는 보정 후의 Z값과 원래의 Z값과

의 차분을 저장하는 배열이다.

먼저, 산출한 교점을 1개 선택하고(스텝 S805), 카운터 CNT의 값에 1을 대입한다(스텝 S806). 다음에, p[CNT].x의 값

이 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807).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1개의 교점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다고 판정하

고, 또한, 모든 교점에 대한 처리를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808). 스텝 S808의 판정 결과가 NO가 될 때는

스텝 S805에 복귀하여, 다른 교점에 대한 처리를 행한다. 또, 스텝 S808의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본 처리를 종료한

다.

스텝 S807의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변수 oz1에 (P[CNT-1].x, p[CNT-1].y-1)의 좌표의 Z값을 대입하고(스텝

S809), 변수 oz2에 (p[CNT].X, P[CNT]·y-1)의 좌표의 Z값을 대입한다(스텝 S810). 다음에, 변수 sub1에 (oz2-oz1)의

값을 대입하고(스텝 S811), 변수 sub2에 보정 후의 Z값의 증분인 (new_z[CNT]-new_z[CNT-1])의 값을 대입한다(스

텝 S812).

등록특허 10-0659206

- 16 -



다음에, sub1과 sub2의 부호가 동일인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813). 부호가 동일인 경우(스텝 S813, YES),

adjustoutline[CNT]에 0을 대입한다(스텝 S814). 부호가 다른 경우(스텝 S813, NO), adjust_outline[CNT]에 (sub2-

sub1)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815). 다음에, 카운터 CNT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816), 스텝 S807에 돌아온다.

(g) 피사체내 Z값 보정

이 Z값 보정 처리에서는 스텝 S705에서 산출된 면내 수정 Z값을 사용하여, 피사체 내에 있는 화소의 Z값을 보정한다. 이

하, 도 31을 참조하여, 피사체내 Z값 보정 처리(도 7, 스텝 S109)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adjustz_image는 수정 Z

값을 저장하는 영역을 나타낸 포인터이다.

먼저, 카운터 CLN에 0을 대입하고(스텝 S901), 다음에 CLN의 값이 HT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902). 이 판

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본 처리를 종료한다.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카운터 CWD에 0을 대입하고(스텝 S903), 이

어서, CWD가 WD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904). 스텝 S904의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그때의 주목 화소에

대응하는 adjust_z_image를 취득하고(스텝 S905), z_image를, z_image와 adjust_z_image를 가산한 값으로 갱신한다

(스텝 S906). 이상으로 1화소분의 처리를 종료한다.

이어서, CLN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907), 스텝 S904에 복귀하여, 다음의 화소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스

텝 S904의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CWD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908), 스텝 S902에 복귀하여, 다음 행에 관한 화소에

대하여 처리를 행한다. 이상의 처리를 반복하여, 모든 화소에 대하여 Z값을 보정한다.

<B-6. 화소 이동 처리>

본 처리에 있어서는 이상의 처리에 의해 산출된 Z값, 및 사용자가 지정한 파라미터에 따라 시차값(화소이동량)를 결정하

고, 이 이동량에 따라 화소를 좌우로 이동시킨다. 도 32에, 화상 이동 처리(도 7, 스텝 S110)의 개요를 나타낸다. 여기서,

*image3d는 입체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을 나타낸 포인터이다.

먼저, 카운터 CLN를 0에 세트하고(스텝 S1001), CLN가 HT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1002).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본 처리를 종료한다.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카운터 CWD를 0에 초기설정한다(스텝 S1003).

다음에 CWD가 WD보다도 작은지를 판정한다(스텝 S1004).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이 때의 outinfo에 대응한 Z값

의 범위를 보정한다(스텝 S1005). 이하, 이에 따라 얻어진 Z값을 ZZ이라 한다. 도 33을 참조하여 이 ZZ 산출 처리를 구체

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둥근 계수 MK를 이용하여 Z값에 유용한 범위를 수정한다(스텝 S1020 및 S1021). 도 7에 도시된 스텝 S700에서 설

명된 처리와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스텝 S1020 및 스텝 S1021을 수행해서 얻어진 Z값을 ZZ으로 한다.

다음에, ZZ의 값이 상한치보다도 큰지를 판정한다(스텝 S1022). 이 상한치는 사용자에 의해 전술한 설정 다이얼로그 패널

의 입력창 IB3에 입력된 것이다. ZZ값이 상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스텝 S1022, YES), ZZ을 당해 상한치로 치환한다

(스텝 S1023). 마찬가지로, ZZ의 값이 하한치보다도 작은지를 판정한다(스텝 S1024). 이 하한치는 사용자에 의해 전술한

다이얼로그 패널의 입력창 IB4에 입력된 값이다. ZZ값이 하한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스텝 S1024, YES), ZZ을 당해 하한

치로 치환한다.

이와 같이 해서, 상한기준치와 하한기준치의 처리에서 특정의 값을 초과하는 Z값을 일정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수정한다.

이 처리는, Z값이 높은 화소 및 Z값이 낮은 호소의 수는 화상 데이터 전체의 화소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라는 사실을 이용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화소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Z값에 유용한 범위 수정함으로써, 생성되는 입체시 화

상의 질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다시 도 32를 참조하면, 계속해서 얻어진 ZZ값을 이용하여 시차값 SS를 산출한다. 이 처리를 도 34를 이용하여 구체적으

로 설명한다. 먼저, 스텝 S105의 역정 판정 처리에서, Z값을 반전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한다(스텝 S1030).

반전의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스텝 S1030, YES), ZZ에 256-ZZ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1031).

다음에, ZZ에 인터페이스 깊이를 가산하여, 그 판정 결과를 시차값 SS에 대입하여(스텝 S1032) 이 처리를 종료한다. 이 인

터페이스 깊이는 전술한 설정 다이얼로그 패널의 입력창 IB1에 입력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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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전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스텝 S1030, NO), 그대로 스텝 S1032로 처리를 이행한다.

다시 도 32를 참조하면, 이같이 하여 시차값 SS가 산출되면, 다음에 카운터 CLN의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정한다

(스텝 S1007). 짝수인 경우(스텝 S1007, YES), 화소이동치 MV에 CN+SS의 값을 대입하고(스텝 S1008), 홀수인 경우는

MV에 CN-SS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1009). 이같이 하여,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반대 방향으로 화소를 이동시킨다.

마지막으로, 원화상 데이터의 src+MV의 위치의 화소 데이터를 image3d에 저장한다(스텝 S1010). 이상으로 1화소분의

처리가 종료되었다.

다음에, image3d의 값을 1 늘리고, outinfo의 값을 1 늘리고, 카운터 CWD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1011), 스텝 S1004로

복귀하여, 다음의 화소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이것을 반복하여, 1행분의 화소에 대하여 처리를 행한다. 1행

분의 화소의 처리가 종료하면(스텝 S1O04, NO), src를 다음의 행 선두로 진행시키고(스텝 S1012), CLN의 값을 1 늘리고

(스텝 S1013), 스텝 S1002에 복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반복한다. 이것을 반복하여, 모든 행에 관해서 처리가 종료하

면(스텝 S1002, NO), 본 처리가 완료된다.

이같이, 1물체로서 인식되어야할 피사체마다 Z값의 보정을 하기 때문에, 피 피사체 내의 깊이의 순서성이 담보되어 생성

되는 입체 화상은 더욱 현실감이 있는 것으로 된다.

이상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Z값에 전술한 보정을 함으로써, 질 높은 입체 화상을 생성할 수 있다. 또, 입

체 화상의 생성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설정 다이얼로그 패널로 입력한 입력값이 이용되므로,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입체 화

상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도 7에 나타낸 스텝 S103로부터 S109까지의 보정 처리를 연속하여 실행했지만, 반드시 모

두를 실행할 필요는 없다. 적절하게, 바람직한 보정 처리를 조합시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C. 변형예>

< 1. 강조 처리>

그런데 도 20에 나타낸 바와 같은 화면 GG에 포함되는 복수개의 피사체 중, 특정의 것만의 입체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도

록 한 효과를 입체 화상에게 주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동영상에 있어서, 어느 물체가 깊이 방향의 움직임에 특징이

있는 것 같은 경우, 이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유용하다. 이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도 35이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사체 OBa에 포함되는 모든 등고면의 Z값에 소정값을 가산된다.

도 36은 이 경우에, 3D 화상 표시 모드가 선택된 경우에 행해지는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화상 이동 처리(스텝

S1111)의 직전에 강조 처리(스텝 S1110)가 추가되어 있는 점이다. 스텝 S1101 ~ S1109 및 S1111의 처리는 제1 실시예

와 같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도 37을 참조하여, 강조 처리(스텝 S1110)을 설명한다. 여기서, offset_z는 피사체를 강조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먼저, 스텝 S1120 ~ S1122에 있어서 종료 판정을 행한다. 즉, 카운터 CLN의 값을 0으로 설정하고(스텝 S1120),

CLN이 HT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1121). 이 판정 결과가 NO인 경우는 본 강조 처리를 종료한다. 이 판정 결

과가 YES인 경우는 CLN의 값을 0으로 설정한다(스텝 S1122).

다음에, 카운터 CWD가 WD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1123). 이 판정 결과가 YES인 경우는 좌표(CWD, CLN)

로부터 화상 외관까지의 반직선을 그어(스텝 S1124), 이 반직선과 등고선과의 교점의 수를 구한다(스텝 S1125).

그리고 구해진 교점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정한다(스텝 S1126). 홀수인 경우(스텝 S1126, YES), 좌표(CWD, CLN)

는 당해 주위둘레 직사각형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스텝 S1127). 이어서, pz_image에 z_

image+CLN*WD+CWD를 대입하고(스텝 S1128), *pz_image에 *pz_Image+offset_z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1129).

홀수인 경우(스텝 S1126, NO), 스텝 S1127 ~ S1129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1화소에 대하여 처리가 종료된다.

이어서, CWD의 값을 1 늘리고, 스텝 S1123에 복귀하여, 다음의 화소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행한다. 이것을 반복하

여, 모든 화소에 대하여 처리를 종료되면, 강조 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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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 방식>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입체 화상의 표시 방식으로서, 표시부(21)의 표시 화면의 짝수 라인에 왼쪽 눈 화상을 표시하는 동시

에 홀수 라인에 오른쪽 눈 화상을 표시하도록 한 이른바 Odd-even 방식의 것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표시부(21)의 표시 화면의 짝수 라인에 오른쪽 눈 화상을 표시하는 동시에 홀수 라인에 왼쪽 눈

화상을 표시하도록 한 Odd-even 방식의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는 도 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왼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의 짝수 라인을 추출하여 프레임 버퍼의 상 화상 부분에 저장

하는 동시에,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을 추출하여 프레임 버퍼의 하 화상 부분에 저장하는 상하 방식에

도 적용할 수 있다. 이 표시 방식은 입체시 프로젝터 등에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의

짝수 라인을 프레임 버퍼의 상 화상 부분에, 왼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의 홀수 라인을 프레임 버퍼의 하 화상 부분에 저

장하는 방식에도 적용가능하다.

또, 도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왼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의 짝수 번째의 화소를 추출하여 프레임 버퍼의 좌측 화상 부분

에 저장하는 동시에,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의 홀수 번째의 화소를 추출하여 프레임 버퍼의 우측 화상 부분에 저장

하는 좌우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표시 방식은 육안의 시력 입체시용 CRT 등에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오른

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의 짝수 번째의 화소를 프레임 버퍼의 좌측 화상 부분에, 왼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를 홀수 번

째의 화소를 프레임 버퍼의 우측 화상 부분에 저장하는 방식에도 적용가능하다.

또, 도 4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왼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를 짝수 번째의 프레임 버퍼에 저장하는 동시에, 오른쪽 눈을 위

한 화상 데이터의 홀수 번째의 프레임 버퍼에 저장하는 2프레임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표시 방식은 입체시 프로젝

터 등에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를 짝수 번째 프레임의 프레임 버퍼에, 왼쪽 눈을 위

한 화상 데이터의 홀수 번째의 프레임 버퍼에 저장하는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도 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왼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와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 파일과 각각 별개의 파일에 저

장하는 Odd-even 파일 분리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표시 방식은 입체시 프로젝터 등에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3. 데이터 저장 영역>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과 왼쪽 눈을 위한 화상을 개별 영역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화소 이동 처리(도 7, 스

텝 S110)를 도 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행하면 된다. 도 32를 사용하여 설명한 제1 실시예에 관한 화소 이동 처리와, 본 변

형예의 화소 이동 처리와의 차이는 도 32의 스텝 S1007 ~ S1011로 바꾸어, 도 42의 스텝 S1057 ~ 1060을 행하는 점이

다. 즉, 왼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와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를, 각각 Limage3d와 Rimage3d로 나타내는 왼쪽 눈

을 위한 화상 데이터 영역과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 영역에 저장하고 있는 점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는 스텝 S1056에 있어서 시차값 SS가 산출되면, MV1에 CN+SS의 값을 대입하는 동시에 MV2에 CN-SS의

값을 대입한다(스텝 S1057). 이어서, 원화상 데이터의 src+MV1의 위치의 화소의 데이터를 Limage3d에 저장하고(스텝

S1058), 원화상 데이터의 src+MV2의 위치의 화소의 데이터를 Rimage3d에 저장한다(스텝 S1059). 다음에, Limage3d

의 값을 1 늘리고, Rimage3d의 값을 1 늘리고, outinfo의 값을 1 늘리고, CWD의 값을 1 늘리고(스텝 S1060), 스텝

S1054에 복귀하여 마찬가지의 처리를 반복한다.

<4. 데이터 종류>

그런데,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처리 대상으로 하는 화상 데이터를, 2D 컬러 화상 데이터로 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흑백 영

화의 동영상 데이터와 같은 2D 흑백다계조 화상 데이터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가공

되는 원화상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의 1프레임분의 데이터로 하고 있지만, 정지화상 데이터라도 양호한 것은 말할 필요

도 없다.

<5. Z값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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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원화상의 R값, G값, B값에 각각 0.59, 0.3, 0.11 정도의 계수를 곱한 것을 Z값으로 하고 있었지

만, 계수의 조합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각 사용자가 느끼는 입체감이 가장 자연스럽게 되도록, 또는 각 사용자의 기호

에 맞추어, 당해 계수를 적당 변경할 수 있다. 또, 화상의 색표현으로서, RGB 표현이 아닌 휘도, 채도, 색상에 근거한 표현

도 사용해도 된다. 또는 ARGB 표현(여기서 A는 알파색 성분을 나타낸다) 등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6. 피사체 특정>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Z값의 등고선을 산출하고, 이것에 따라서 피사체를 특정하고, 당해 피사체에 대응하는 화소의 Z

값을 보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사체를 특정하는 방법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휘도, 채도, 또는 색상 정보

로부터 윤곽을 검출하고, 상기 에지에서 둘러싸인 영역을 1물체인 것으로 판정해도 된다.

<제2 실시예>

<A. 장치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구성 요소에는 마찬가지의 참조 부호를

부여하고 있다. 제2 실시예가 제1 실시예와 다른 것은 입체 화상 형성 장치(1) 대신 휴대 단말기(1A)를 사용하는 점이다.

도 43에 휴대 단말기(1A)의 기능 구성도를, 도 44에 그 외관도를 나타낸다. 도 4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휴대 단말기(1A)는

예를 들면 휴대 전화기이다. 이하, 제1 실시예와의 차이에 주목하여, 본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43에 있어서, 무선 통신 유닛(27)은 안테나 AT를 포함하고, 이 휴대 단말기 장치를 이동체 통신망에 접속하고, 동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한다. 통화 유닛(28)은 스피커 유닛 및 마이크 유닛을 포함하고, 음성 통신

을 행한다. 표시부(21a)는 비입체시 모드의 화상 표시 기능과 입체시 모드의 화상 표시 기능을 구비한 것이며, 육안의 입체

시가 가능한 표시 패널을 구비하고 있다. 또, 표시 제어부(22a)는 표시부(21a)의 표시 내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입력

조작부(30)는 텐 키 패드나 커서 키 등의 입력 디바이스이며, 이것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휴대 단말기(1A)에 대하여 지시

등을 입력한다.

여기서, 도 45 및 도 46을 사용하여, 육안의 입체시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도 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부(21a)

는 백라이트(211), 액정 패널(212), 및 패럴랙스 액정 패널(213)을 구비하고 있다. 패럴랙스 액정 패널(213)은 일정 간격

으로 세로 방향에 슬릿(214)이 형성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액정 패널에 왼쪽 눈을 위한 화상 L1 ~ L5,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R1 ~ R5가, 슬릿 간격과 같은 간격으로 스트라이프 형상으로 표시되고, 또한 관찰자가 화면으로부터 소정의 거리만

큼 떨어졌다고 하면, 왼쪽 눈을 위한 화상 L1 ~ L5는 왼쪽 눈에만,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R1 ~ R5는 오른쪽 눈에만 도달

한다. 따라서, 왼쪽 눈을 위한 화상 L1 ~ L5와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 R1 ~ R5를 일정한 시차를 가지도록 작성, 육안의 입

체시가 실현되는 구조이다.

도 44로 복귀하여, 휴대 단말기(1A) 상자체의 하부에는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기 위한 숫자 패드 TK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쪽에는 기능 키 FK 및 표시 모드를 비입체시 모드(2D 모드)와 입체시 모드(3D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스위치 DK

가 형성되어 있다. 그 상부에는 액정부(21a)의 표시 화면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그 상부에는 안테나 AT가 설치된다. 또,

통화 유닛(28)의 스피커 유닛을 위한 구멍 부분(28a)과, 마이크 유닛을 위한 구멍 부분(28b)이 각각 적당한 장소에 형성되

어 있다.

<2. 동작>

도 47은 휴대 단말기(1A)에 있어서, 휴대 단말기(1A)에 저장되고 정지 화상을 표시하는 경우의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휴대 단말기(1A)에 전원이 투입된 후, 사용자가 소정의 조작을 행하여 화상을 선택하면(스텝 S2001), CPU

(11)는 표시 모드를 비입체시 모드(2D 모드)로 설정한다(스텝 S2000). 다음에, CPU(11)는 당해 화상의 데이터를 표시 제

어부(22a)에 출력한다(스텝 S2002). 이로써, 이동체 통신 단말기 장치의 사용자는 통상의 정지화상을 볼 수가 있다.

사용자가 당해 화상 표시의 중지를 지시하면(스텝 S2003, NO, 및 스텝 S2004, YES), CPU(11)는 당해 화상의 표시를 중

지한다(스텝 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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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스위치 DK가 조작되는 경우(스텝 S2003, YES), CPU(11)는 표시 모드를 3D 화상 표시 모드에 세트하고(스텝

S2006), 입체 화상 표시 데이터 작성 처리를 행한다(스텝 S2007). CPU(11)는 작성된 데이터를 표시 제어부(22a)에 출력

한다(스텝 S2008). 이로써, 사용자는 입체 화상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입체 화상 데이터의 작성 방법은 제1 실시예에서

사용한 방법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사용자가 표시의 종료를 지시하면(스텝 S2009, NO 및 스텝 S2110, YES), 당해 화상의 표시를 종료한다(스텝 S2111). 사

용자가 다시 전환 스위치 DK를 조작하면(스텝 S2009, YES), 스텝 S2001에 복귀하여, 휴대 단말기(1A)를 비입체시 모드

(2D 모드)로 설정한다.

<B. 동영상 표시>

도 48은 휴대 단말기(1A)에 있어서, 이동 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표시하는 경우의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

고 있다.

먼저, 휴대 단말기(1A)의 전원이 투입되면, CPU(11)는 표시 모드를 비입체시 모드(2D 모드)로 설정한다(스텝 S3001). 사

용자가 소정의 조작을 행하면, 복수개의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로 구성된 동영상 데이터를 수신한다(스텝 S3002). 그러면,

CPU(11)는 수신한 동영상 데이터를 RAM(13)에 저장하고, 당해 데이터의 선두의 1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표시 제어부

(22a)에 출력한다(스텝 S3203). 이어서, CPU(11)는 수신한 동영상 데이터에 후속 프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스텝

S3004). 후속 프레임이 없는 경우(스텝 S3004, NO), 또는 후속 프레임은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표시 종료의 지시가 있었

을 경우(스텝 S3007, YES), 당해 표시를 종료한다(스텝 S3005). 후속 프레임이 있는 경우(스텝 S3004, YES), RAM(13)

으로부터 당해 프레임의 화상 데이터를 판독하여, 표시 제어부(22a)에 출력한다.

이같이, 사용자가 전환 스위치 DK의 조작, 또는 화상 표시의 종료의 지정 중 어느 하나를 행할 때까지, 1프레임씩 화상을

판독만 하고, 그것을 표시부에 출력하여 간다(스텝 S3006, NO 및 S3007, NO). 사용자가 화상 표시의 종료를 지정하면(스

텝 S3006, NO 및 스텝 S3007, YES), 화상 표시를 종료한다(스텝 S3005). 이상에 의하여, 초기 상태에서는 이동체 통신

단말기 장치의 사용자는 비입체시 모드의 동영상을 볼 수가 있다.

사용자가 전환 스위치 DK를 조작하면(스텝 S3006, YES), CPU(11)는 표시 모드를 3D 화상 표시 모드로 설정한다(스텝

S3008). 다음에, 당해 프레임의 다음의 프레임에 관한 화상 데이터를 RAM(13)으로부터 판독한다(스텝 S3009). 판독한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전술한 3D 화상 표시 데이터 작성 처리를 실시하고(스텝 S3010), 표시 제어부(22a)에 출력한다(스

텝 S3011). 이로써, 사용자는 입체시용의 동영상을 볼 수가 있다.

후속의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거나(스텝 S3012, NO), 사용자가 전환 조작을 행하거나(스텝 S3013, YES), 사용자가 표시

종료를 지시하는 것(스텝 S3014, YES)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까지, 입체시용 동영상을 1프레임씩 순차적으로

계속 표시한다.

사용자가 전환 스위치 DK를 조작하면(스텝 S3013, YES), 스텝 S3001에 복귀하고, CPU(11)는 표시 모드를 비입체시 모

드(2D 모드)에 설정하여, 다음 프레임의 표시 제어부(22a)에 출력한다.

이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사용자가 전환 스위치 DK를 조작할 때마다, 표시부(21a)에 표시되는 화상(정지화상 또는 동

영상)이, 통상의 화상과 입체 화상간에 리얼 타임으로 바뀐다. 이로써, 사용자는 통상의 화상과 입체 화상을 적당 전환하여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 화상의 즐기는 방법이 넓어진다. 예를 들면, 통상은 비입체시 모드로 동영상을 감상하고, 기호

의 원하는 장면이 시작되면 입체시 모드로 전환하여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동영상 데이터를 일괄하여 다운로드한 후 재생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동영상의 수신

및 재생 방법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체 동영상 데이터의 내부 일부를 순서대로 수신하면서부터 재생하

여 가는 이른바 스트리밍 분배·재생이어도 상관없다.

<제3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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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의 입체 화상 형성 장치(1B)의 기능 구성도를 나타낸다. 입체 화상 형성 장치(1B)가 제1

실시예에서의 입체 화상 형성 장치(1)와 다른 것은 표시 제어부(22) 대신, 표시 제어부(22b), 제1 데이터 버퍼(31), 제2 데

이터 버퍼(32)를 사용하는 점과, 표시부(21) 대신, 표시부(21b)를 사용하는 점이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사용자

가 액정 셔터 안경(34)을 착용함으로써 입체시를 실현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 이 입체 화상 형성 장치(1B)에 있어서는 제2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3D 화상 표시 모드와 비3D 화상 표시 모드를 구비

하고 있다. 3D 화상 표시 모드 시에 있어서, 표시 제어부(22b)는 제1 데이터 버퍼(31)에 왼쪽 눈을 위한 화상 데이터를 저

장하고, 제2 데이터 버퍼(32)에 오른쪽 눈 화상 데이터가 저장한다. 또한, 표시 제어부(22b)는 전환기(33)를 제어하여, 제

1 데이터 버퍼(31) 및 제2 화상 데이터 버퍼(32)를 교대로 선택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시부(21b)는 소정의 주기로 1화면의

묘화를 갱신하지만, 표시 제어부(22b)는 이 묘화 갱신에 동기시켜 전환기(33)를 전환시킨. 또한, 표시 제어부(22b)는 이

묘화 갱신에 동기시켜 액정 셔터 안경(34)의 전환 동작을 행한다.

즉, 전환기(33)가 제1 화상 버퍼(31)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액정 셔터 안경(34)의 왼쪽 눈을 온(투과 상태)으로 하는

동시에 오른쪽 눈을 오프(차단 상태)로 하여, 전환기(33)가 제2 화상 버퍼(32)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액정 셔터 안

경(34)의 오른쪽 눈을 온(투과 상태)으로 하는 동시에 왼쪽 눈을 오프(차단 상태)로 한다. 이같이 함으로써, 왼쪽 눈을 위한

화상은 왼쪽 눈에서만 시인되고 오른쪽 눈을 위한 화상은 오른쪽 눈에서만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시가 실현되는 것이

다.

그리고, 비입체시 모드의 경우에는 표시 제어부(22b)는 제1 화상 데이터 버퍼(31)에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환기(33)

에 의해 제1 화상 데이터 버퍼(31)를 선택한다.

도 50은 이 입체 화상 표시 장치(1B)를 사용하여, 수신한 동영상을 표시할 때의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처리의

흐름은 도 48을 사용하여 설명한 제2 실시예와 같지만, 스텝 S3003 대신 스텝 S3003b, 및 스텝 S3011 대신 스텝

S3011b를 설치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2D 모드에 있어서는 CPU(11)는 RAM(13)에 저장된 원화상 데이터 중, 1프레임분의 화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1 데이터 버퍼(31)에 저장하는 동시에, 전환기를 제1 데이터 버퍼(31) 측으로 선택한다(스텝 S3003b). 이로써, 초기 상

태에서는 사용자는 비입체시 모드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또, 3D 모드에 있어서는 표시 제어부(22b)는 스텝 S3010에 있어서 작성된 입체 화상 중 왼쪽 눈 화상 데이터를 제1 데이

터 버퍼(31)에 저장하고, 오른쪽 눈 화상 데이터를 제2 데이터 버퍼(32)에 저장한다(스텝 S3011b). 그리고 표시 제어부

(22b)는 표시부(21b)의 묘화 갱신에 동기 시켜, 전환기(33)를 전환시킨다. 이같이 하여, 사용자는 당해 프레임을 입체시할

수 있다. 이것을 1프레임씩 행하고, 당해 동영상의 입체시가 실현된다.

<응용예>

본 발명에 있어서의 입체 화상 형성 장치를, 자동차, 전철, 비행기 등의 조작을 훈련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뮬레이터에 적용

할 수 있다. 즉, 당해 시뮬레이터의 화면에 입체 화상을 표시시킨다. 이로써, 훈련자에게 현실감을 줄 수가 있으므로 매우

유익하다. 본 발명의 입체 화상 형성 장치(1B)를 내장한 운전 시뮬레이터 장치(40)의 일례를 도 51에 나타낸다.

동 도면에 있어서, 조작 유닛(41)은 핸들 등의 조작 디바이스를 가진다. 사용자의 조작 정보는 시뮬레이션 처리부(42)에 공

급된다. 시뮬레이션 처리부(42)는 조작 유닛(41)으로부터 입력된 조작 정보에 따라 연산 처리 등을 행하고, 화면에 표시해

야 할 데이터를 작성한다. 표시 데이터는 프레임 버퍼(43)에 출력된다.

입체 화상 형성 장치(1B)는 조작 유닛(41)에 의하여 2D모드(비3D 화상 표시 모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화상

을 화면에 표시한다. 3D 모드(3D 화상 표시 모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레임 버퍼(43)에 보존되어 있는 1프레임분

화상 데이터를 추출해 입체 화상 데이터를 작성하여, 이 화상을 화면에 표시한다.

본 발명의 입체 화상 형성 방법을 LSI(대규모 집적회로)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LSI를 다양한 전자 기기에 조

립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입체 화상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통신 단말기 장치, 디지털 카메라, 수상기, 스

토리지형 표시 장치, 내시경 그 외의 의료 기구에 본 발명의 입체 화상 형성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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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변형 등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입체 화상 형성 장치의 일례를 나타낸 기능 블록도이다.

도 2는 입체 화상 표시 애플리케이션의 표시 화면의 일례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3은 설정 다이얼로그 패널의 일례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3D 화상 표시 기구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3D 화상 표시 기구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 6은 입체시 안경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3D 화상 표시 모드가 선택된 경우에 행해지는 화상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8은 화상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 9는 그레이 스케일 보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10은 그레이 스케일 보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계속).

도 11은 그레이 스케일 보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계속).

도 12는 역전 판정 처리에 있어서 이용되는 샘플링 영역 및 가중 계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은 역전 판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14는 역전 판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계속).

도 15는 평활화 처리에 있어서 이용되는 매트릭스 영역 MM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6은 평활화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17은 분포 보정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도 18은 분포 보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19는 분포 보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계속).

도 20은 국소 보정 처리로 적용하는 피사체의 Z값 분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1은 국소 보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22는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등고선 산출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23은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등고선 산출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4는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등고선 산출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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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피사체 중심 특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26은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피사체 중심 특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계속).

도 27은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피사체 중심 특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계속).

도 28은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교점 산출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29는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면내 Z값 산출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30은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면내 수정치 산출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31은 국소 보정 처리의 일 과정인 Z값 보정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32는 화소 이동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33은 화소 이동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계속).

도 34는 화소 이동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계속).

도 35는 본 발명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강조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6은 본 발명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화상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37은 본 발명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강조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38은 본 발명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입체 화상의 표시 방식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39는 본 발명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입체 화상의 표시 방식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4O은 본 발명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입체 화상의 표시 방식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41은 본 발명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입체 화상의 표시 방식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42는 본 발명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화소 이동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4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의 휴대 단말기(1A)의 기능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44는 휴대 단말기(1A)의 외관도이다.

도 45는 표시부(21b)의 구성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46은 화상이 육안으로 보일 때 입체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7은 휴대 단말기(1A)에 있어서, 정지화상을 표시할 때 행해지는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48은 휴대 단말기(1A)에 있어서, 동영상을 표시할 때 행해지는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4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입체 화상 형성 장치(1B)의 기능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50은 입체 화상 형성 장치(1B)에 있어서의 동영상을 표시할 때의 처리를 나타낸 플로 차트이다.

도 51은 본 발명의 일 응용예인 운전 시뮬레이터(40)의 기능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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