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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치는, 화상 데이터가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경우,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2차원 또는 3차원 화상 데이터, 입

체 표시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에 응답하여 2차원 방식으로 화상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처리에서 설정된 가상 카메라의 시

선 타겟의 위치 및, 입체 표시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의 방위에 기초하여, 화상 데이터에서 3차원 위치관계를 재현하기 위

한 입체 표시영역을 계산하는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를 구비한다. 장치는 또한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에 의해 계산된 입체

표시영역의 외부를 나타내는 외부영역에서 화상 데이터에 대해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화상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화상처리

는 입체 표시영역의 내부를 나타내는 내부영역의 화상 데이터에 대한 화상처리와 다르다. 더욱이, 장치는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된 후의 2차원 또는 3차원 화상 데이터로부터 입체 표시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화상생성기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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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렌더링 처리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화상생성장치의 블록도,

도 3은 돌출 한계와 깊이 한계를 나타낸 도면,

도 4a 및 4b는 화상 프레임 왜곡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에 의해 계산된 입체 표시영역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화상 데이터 프로세서의 블록도,

도 7a는 화상 프레임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대상물과 깊이측 입체 표시영역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7b는 화상 프레

임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깊이측 입체 표시영역측에서의 대상물의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8a는 화상 프레임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의 대상물과 돌출측 입체 표시영역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8b는 화상 프레임 왜

곡이 나타나는 경우의 돌출측 입체 표시영역측에서의 대상물의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9a는 대상물과 깊이측 입체 표시영역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9b는 깊이측 입체 표시영역측에서의 대상물의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10a는 돌출 방향 프로세서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에 의한 처리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0b는 돌출 방향 프로세서와 깊

이 방향 프로세서에 의한 처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가상 카메라면으로부터의 거리와 처리 스케일링 팩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 12는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의 표시패널에 의해 출력된 광선과 평행 투사 카메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소정 방향으로부터 다중 시점 화상을 생성하는 다중 시점 화상 생성기에 의한 처리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가까운 클립면과 먼 클립면 사이의 강도를 변화시키면서 포그 렌더링이 수행되는 경우 포그 효과의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

도 15는 화상생성장치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6은 제1변형예에 따른 깊이 방향 프로세서를 나타낸 블록도,

도 17은 배경 대상물 생성기가 렌더링 처리를 수행하는 렌더링 범위를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원근 투시 카메라 모델을 다른 변형예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렌더링 범위를 나타내는 도면,

도 19는 제2변형예에 따른 가상 카메라의 방위와 투명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 20은 가상 카메라의 방위에 따라 대상물 A의 투명도를 변화시키는 화상처리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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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a는 대상물 A가 불투명할 경우 대상물 A와 대상물 B의 화상처리 후의 조건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1b는 대상물

A가 투명할 경우 대상물 A와 대상물 B의 화상처리 후의 조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테그럴 이미징(Integral-Imaging) 또는 다중렌즈(multi-lens) 입체 표시장치에서 화상생성을 수행하기 위한

화상생성장치 및, 화상생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입체 영상이 입체 표시장치, 특히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 관찰자가 표시되

는 대상물을 입체 영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한정된 영역이 있다. 입체 영상이 그 영역의 외부에 표시되고자 하는 경우,

관찰자가 그 대상물을 이중 또는 삼중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물을 입체 영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3차원 영상이 생성되는 경우, CG를 위한 가상 카메라는 3차원 대상물이 위치하는 3-D CG 화면(scene)에 설정되고, 가상

카메라의 시점(point of regard)이 설정된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렌더링(rendering)이 화상을 생성하기 위해 가상 카메라

에서 표시된 범위 내의 화상에 대해 행해진다.

그러나,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서, 관찰자가 표시된 대상물을 입체 영상으로서 볼 수 있는 영역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래에는 가상 카메라의 위치와 시점이 미리 결정되어졌고, 대상물은 화상을 생성하기 위한 원

래 입체 영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위치되었다. 따라서, 화상은 정상적인 3차원 영상과 같이 생성되지 못한다.

더욱이,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시스템을 포함하여 돌출 표현의 능력이 있는 입체 표시장치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화상 프레임 왜곡"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화상 프레임 왜곡이란, 돌출되어 보이는 대상물이 화상 프레임에 의해 방해되는 경우, 프레임 위치 이전에 위치하는 것처

럼 사라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프레임에 고정된 대상물 또는 프레임 근처의 대상물이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처

럼 대상물이 왜곡되어 보이므로 관찰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2중 렌즈 입체 화상표시장치에서 화상 프레임 왜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상 은폐 대상물을 선두 표면에

배치함으로써, 대상물이 입체 표시장치의 적어도 외부 프레임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일본국

특허출원공개 제08-234140호 참조). 또한, 다른 대상물 앞에 보여지기 위해, 입체 표시장치의 시각 필드 프레임(visual

field frame) 그 자체를 확대하고 투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일본국 특허출원공개 제06-308426호 참조). 더욱이, 대상

물의 일부분이 하나의 눈에 대해 화상에서 사라지는 경우, 다른 눈에 대한 화상의 표시를 조절함으로써, 무효 표시영역을

조정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일본국 특허출원공개 제08-65715호 참조). 또한, 각 오른쪽 눈 및 왼쪽 눈의 선두 표면상의

무효 표시영역에 판(디오라마 보드(diorama board))을 배치함으로써 무효 표시영역을 물리적으로 가리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일본국 특허출원공개 제07-168121호 참조).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화상 프레임 왜곡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2중 렌즈 입체 표시장치에서 제안되었지

만,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서의 화상 프레임 왜곡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고, 이

러한 방법이 개발될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가상 카메라와 시점을 CG용 일반 가상 카메라처럼 3-D CG 화면 내에 배치하여 3-D CG 화면의 입체 영상을 생성

함으로써,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된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상이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경우, 화상 프레임 왜곡 등이 없는 화상을 생성하고 관찰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화상생성장치, 화상생성

방법 및 화상생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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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태양에 따른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입체표시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장치는, 화상 데이터가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경우,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2차원 또는 3차원 화상 데이터, 입체 표시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에 응답하여 2차원 방식으로 화상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처리에서 설정된 가상 카메라의 시선 타겟의 위치 및, 입체 표

시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의 방위에 기초하여, 화상 데이터에서 3차원 위치관계를 재현하기 위한 입체 표시영역을 계산하

는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를 구비한다. 장치는 또한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에 의해 계산된 입체 표시영역의 외부를 나타내는

외부영역에서 화상 데이터에 대해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화상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화상처리는 입체 표시영역의 내부를

나타내는 내부영역의 화상 데이터에 대한 화상처리와 다르다. 더욱이, 장치는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된 후의 2차원 또

는 3차원 화상 데이터로부터 입체 표시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화상생성기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입체표시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화상 데이터가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경우,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2차원 또는 3차원 화상 데이터, 입체 표시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에 응답하여 2차원 방식으로 화상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처리에서 설정된 가상 카메라의 시선 타겟의 위치 및, 입체 표

시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의 방위에 기초하여, 화상 데이터에서 3차원 위치관계를 재현하기 위한 입체 표시영역을 계산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방법은, 계산된 입체 표시영역의 외부를 나타내는 외부영역에서 화상 데이터에 대해 화상처리를 수행

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한다. 화상처리는 입체 표시영역의 내부를 나타내는 내부영역의 화상 데이터에 대한 화상처리와 다

르다. 방법은, 2차원 또는 3차원 화상 데이터로부터 입체 표시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욱 구비한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에 따른 화상생성장치(10)는 임의의 카메라 위치와 시점 위치에서 화상 데이터를 렌더링한다. 이어서, 화상생성장

치는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화상표시장치에서 표시하기 위한 입체 화상 데이터를 생성한다.

화상생성장치(10)의 기능적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으로서, 도 1을 참조하여 렌더링 처리가 설명된다. 렌더링 처리란 2

차원 스크린상에서 화상 데이터를 렌더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렌더링 처리에서, 가상 카메라(600)와 시점(30)이 설정된

다. 가상 카메라란 입체 표시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에 응답하여 결정된 위치에 배치된 가상 카메라를 말한다. 도 1에서,

가상 카메라(600)는 표시패널(22)의 전면 중앙에 배치된다.

시점(30)은 표시패널(22)의 중앙에 설정된다. 실시예에서는 시점(point of regard)이 설정되었지만, 시선의 타겟(target

of regard)이 시점 대신 설정되어도 된다.

이어서, 가까운 클립(602;near clip)과 먼 클립(604;far clip)이 설정된다. 가까운 클립(602)은 표시패널(22)의 관찰자측

영역, 즉 대상물이 돌출된 것처럼 보이는 돌출측 영역(221)에 설정된다. 더욱이, 먼 클립(604)은 관찰자측에서 보이는 표

시패널(22)보다 더 깊은 깊이측 영역(222)에 설정된다. 또한, 도 1에 도시된 가상 카메라(600)를 위한 가까운 클립(602)과

먼 클립(604)은 시점(30)의 깊이 방향(210)과 수직으로 제공된다.

가까운 클립(602)과 먼 클립(604)에 의해 분할된 공간은 올바르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영역이고, 입체적 관찰

에 관련된 화상처리는 이 영역에서 행해진다. 여기서, 예컨대 입체적 관찰에 관련된 화상처리로서, 3차원 좌표 시스템을 2

차원 좌표 시스템으로 변환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공간 내의 대상물을 표시패널(22)상에 투사하는 원근 투사 변환처리

(perspective projection conversion processing)와, 원래 보여질 수 없었던 선을 제거하는 숨겨진 표면 제거처리(hidden

surface removal processing) 등이 있다.

이하에서, 화상생성장치(10)가 설명된다. 도 2는 실시예에 따른 화상생성장치의 기능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화

상생성장치(10)는 3D 화면 데이터 획득부(101), 입체 표시장치 파라미터 획득부(102), 카메라 파라미터 획득부(103), 입

체 표시영역 계산기(120), 화상 데이터 프로세서(130) 및,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를 포함한다.

3D 화면 데이터 획득부(101)는 렌더링 처리의 타겟이 되는 2D 또는 3D 대상물에 의해 나타내어진 3차원 모델 공간의 3D

화면 데이터를 획득한다. 여기서, 타겟 대상물의 수는 하나 이상일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6-0045333

- 4 -



입체 표시장치 파라미터 획득부(102)는 입체 표시장치의 다양한 종류의 파라미터를 획득한다. 다양한 종류의 파라미터로

서, 입체 표시장치에서 관찰자가 관찰가능한 관찰범위, 입체 표시장치에 의해 표시된 화상 데이터의 픽셀 피치(pixel

pitch), 렌티큘러(lenticular) 패널의 렌즈 피치, 관찰각, 상상의 관찰자와 입체 표시장치 사이의 관찰 거리, 이러한 파라미

터로부터 얻어진 나이퀴스트(Nyquist) 주파수의 받아들일 수 있는 값 등이 있다. 여기서, 나이퀴스트 주파수는 관찰자가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주파수이다.

카메라 파라미터 획득부(103)는 일반적인 평행 투사 카메라 모델에서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획득한다. 카메라 파라미터로

서, 3D 모델 공간에서 가상 카메라의 시선 타겟으로서의 2D 또는 3D 대상물상의 조건, 가상 카메라의 위치, 평행 투사면의

크기, 가까운 클립, 먼 클립 등이 있다.

상기 언급한 3D 화면 데이터 획득부(101), 입체 표시장치 파라미터 획득부(102) 및, 카메라 파라미터 획득부(103)가 획득

하는 설정 조건은, 예컨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이다.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120)는 3D 화면 데이터 획득부(101), 입체 표시장치 파라미터 획득부(102) 및, 카메라 파라미터 획

득부(103)로부터 각각 정보를 획득하고, 관찰자가 표시패널(22)에서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영역, 즉 입체 표시

영역을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관찰자가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나이퀴스트 주파수의 수락가능한 값을 만족하는 범위, 상

상의 관찰자와 입체 표시장치 사이의 관찰 거리, 시점(시선의 타겟), 카메라 파라미터로부터의 돌출 한계와 깊이 한계 및,

화상 프레임 왜곡이 발생하는 영역으로부터의 입체 표시영역을 계산한다.

돌출 한계란 입체 영상으로서 인식가능한 경계의 돌출측 영역(221)에서 깊이 방향(210)으로의 경계를 말한다. 더욱이, 깊

이 한계란 깊이측 영역(222)에서 깊이 방향(210)으로의 경계를 말한다. 시점이 존재하는 카메라면과 평행한 면으로부터

돌출 한계까지의 거리 및 카메라면과 평행한 표면으로부터 깊이 한계까지의 거리는 모두 나이퀴스트 주파수와 그것의 수

락가능한 값에 따라 결정된다(1998년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A"의 "Vol.15, No.8, pp.2059-

2065"에 개시된 "H.Hoshino, F.Okano, H.Isono, I.Yuyama"에 의한 "Science and Technical Research Laboratories,

NHK"의 "Analysis of resolution limitation of integral photography" 참조).

화상 프레임 왜곡은, 화상 프레임으로부터 돌출되어 보이는 대상물이 화상 프레임과 중첩되어 보이는 경우, 화상 프레임

전에 위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대상물은 그 대상물이 프레임에 고착된 것처럼 왜곡되어져 보이며, 프레임 근

처에서 보이는 입체 화상이 불안정하게 보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120)에 의한 처리가 설명된다. 도 3 내지 도 5는, 입체 표시장치의 표시

표면으로부터 보이는 수평방향에서 시차(parallax) 표현능력을 갖는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 의

해 출력된 광선 정보를 나타낸다.

도 3은 돌출 한계(401)와 깊이 한계(402)이다. 더욱이, 영역(200)은 표시패널(22)이 광선을 출력하는 영역이다. 출력각

(202)은 시점(30)으로부터 출력된 광선의 범위, 즉 시차 성분의 출력 범위이다.

영역(200)에서, 광선이 시점(30)으로부터 출력되는 것처럼, 출력각(202)에서의 광선은 표시패널(22)의 각 위치로부터 출

력된다. 그러므로, 광선의 출력 방향을 고려할 때, 입체 관찰의 타겟으로서의 대상물은 영역(200)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물이 영역(200) 내인 경우라도, 돌출 한계(401)보다 관찰자측에 더 가까이 위치한 대상물은 관찰자에게 이중

또는 삼중으로 보인다. 즉, 입체 관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표시패널(22)로부터 깊이 방항(210)으로의 거리가 길수록, 표시패널(22)에 의해 출력된 광선 밀도의 정보가 낮기

때문이다. 즉, 광선 밀도의 정보가 낮아질수록, 표시패널(22)로부터 먼 거리에서 보이는 대상물과 다른 방향으로부터 보이

는 대상물이 중첩되고, 관찰자는 다른 대상물을 이중 또는 삼중으로 보게 된다.

돌출 한계(401)는 광선 밀도의 정보가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 영역의 한계 위치이다. 유사하게, 깊이 한계(402)란 광선 밀

도의 정보가 관찰자를 향한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 영역의 한계 위치이다.

도 4a와 도 4b는 소위 화상 프레임 왜곡을 묘사한 도면이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찰자가 위치(300)로부터 대상물

(310)을 관찰하는 경우, 양쪽 눈이 대상물(310)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는 대상물(310)이 표시패널(22)의

전면(220)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302)로부터 관찰자가 대상물(3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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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는 경우, 오른쪽 눈은 대상물(310)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나, 왼쪽 눈은 대상물(310)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이것은

표시패널(22)이 왼쪽 눈과 대상물(310)을 연결하는 선(320)상에 위치하지 않고, 대상물(310)의 어떠한 광선 정보도 왼쪽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왼쪽 눈은 깊이 방향(210)으로 떨어져 위치한 표시패널(22)의 화상 프레임(23)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므로, 대상

물(310)이 위치(302)로부터 보여지는 경우, 대상물(310)로부터 깊이 방향(210)으로 떨어져 위치한 화상 프레임(23) 때문

에, 대상물(310)이 가려져 보이게 된다.

이러한 화상 프레임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표시패널(22)상에 표시되는 화상 데이터의 표시패널(22)의 표면방향(230)에

서,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화상 프레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 외의 영역이 입체 표시영역으로서 설정된다.

도 5는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120)에 의해 계산된 입체 표시영역(400)을 나타낸다. 입체 표시영역(400)은 돌출측 영역

(221)에 돌출측 입체 표시영역(410)과 깊이측 영역(222)에 깊이측 입체 표시영역(420)을 갖는다. 더욱이, 화상 프레임 왜

곡영역(430,432)은 입체 표시영역(400)으로부터 제거된다. 여기서, 화상 프레임 왜곡영역(430,432)은, 도 4a와 도 4b를

참조하여 설명된 화상 프레임 왜곡이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120)는, 입체 표시영역의 깊이 방향(210)을 광선 밀도의 정보가 충분한 영역 내로 한정함으

로써, 그리고 화상 프레임 왜곡이 발생하는 화상 프레임 왜곡영역(430,432)을 제거함으로써, 관찰자가 입체 표시영역으로

서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영역을 계산할 수 있다.

화상 데이터 프로세서(130)는 입체적 관찰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입체 표시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 즉 입체 표시영역

외부의 2D 또는 3D 대상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도 6은 화상 데이터 프로세서(130)의 세부적인 기능적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화상 데이터 프로세서(130)는 돌출 방

향 프로세서(132)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를 갖는다.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는 돌출측 영역(221)에 존재하는 각 대

상물에 대해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물과 시선의 타겟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처리를 수행한다. 더욱이, 깊이 방

향 프로세서(134)는 깊이측 영역(222)에 존재하는 각 대상물에 대해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물과 시선의 타겟 사이의 거리

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처리를 수행한다.

도 7a와 도 7b를 참조하여,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에 의한 처리를 설명한다. 도 7a는 대상물(310)과 돌출측 입체 표시

영역(410)을 나타낸다. 도 7a는 화상 프레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을 포함하는 돌출측 입체 표시영역(410)의 예이

다.

실시예에 따른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는 입체 표시영역(400) 경계(412)의 내측에서의 처리 경계(414)를 소정 거리로

미리 설정한다. 또한, 처리 경계(414)를 경계로 하여, 프로세서는 처리 경계(414)의 시점(30)측, 즉 처리 경계(414)의 내측

에서의 대상물과, 처리 경계(414)의 관찰자측, 즉 처리 경계(414)의 외측에서의 대상물에 대해 다른 처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서는 처리 경계(414)의 내측에서의 대상물에 대해 대상물을 완전히 불투명하게 표시하는 처리를 수행

한다. 또한, 프로세서는 처리 경계(414)와 경계(412) 사이의 영역의 대상물에 대해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물과 시점(30) 사

이의 거리에 따라 대상물을 점차적으로 희미하게 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프로세서는 경계(412)의 관찰측에서의 영

역의 대상물에 대해 대상물을 완전히 전송하고 클리핑(clipping)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도 7B는 상기 처리에서 생성된 화상 데이터에서 대상물의 불투명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시선 타겟으로부터 대

상물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대상물의 불투명도를 나타낸다.

처리 경계(414)와 경계(412) 사이의 영역에서, 페이딩(fading) 처리가 대상물과 시점(30)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강도로 수행

된다. 그러므로,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체적 관찰이 어려워지는 영역에서의 대상물의 불투명도는 점차적으로 감소

된다.

대상물이 도 7a에 도시된 돌출측 입체 표시영역(410)의 경계(412)의 내측에 위치하는 경우, 관찰자는 대상물을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대상물이 시점(30)과 위치(4121) 사이에 거리(4122)에서 위치하는 경우, 관찰자는

대상물을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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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경계(412)로부터 관찰측을 향해 떨어진 대상물이 클리핑되면, 경계 위치는 명확해지고, 관찰자가 대상물을 입체

적으로 관찰할 경우 불편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가 경계(412)

의 대상물(30)측 점으로부터 대상물에 페이딩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클리핑에 따른 부자연스러움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는 대상물과 시점(30)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각 대상물에 대해 다른 처리를 수행하므로, 올

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영역이 관찰가능하게 되고, 관찰자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감소될 수 있다.

처리 경계(414)와 경계(412) 사이의 영역에서, 페이딩 처리는 대상물과 시점(30)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강도로 행해진다. 예

컨대, 페이딩 처리의 강도는 대상물과 시점(30)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는 관계일 수 있다. 페이딩 처리의 강도와 대상물과

시점(30)간 거리 사이의 관계는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으나, 강도가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관계일 수 있다.

더욱이,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리 경계(414)와 경계(412) 사이의 영역에 대한 페이딩 처리의 강도를 점차 감소시킴

으로써, 입체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영역의 대상물의 불투명도가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이어서, 페이딩 처리에 의

해 불투명도가 감소된 경우, 경계(412) 위치의 관찰측에서의 영역에 대해 클리핑 등의 처리가 수행되고, 따라서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영역에 위치한 대상물로 인한 관찰자의 불편한 느낌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시점(30)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기준으로서의 경계(412)와 다른 화상처리가 수행되기 때문에, 관찰자가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화상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화상 프레임 왜곡이 발생할 경우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에 의한 처리가 도 8a와 도 8b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8a에 도

시된 돌출측 입체 표시영역(410)의 양말단에 화상 프레임 왜곡영역(430,432)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경우,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는 각 대상물에 대해 화상 프레임 왜곡영역(430,432) 및 경계로서의 경계(412)와

다른 처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서는 경계(412)의 내측에서의 대상물에 대해 대상물을 완전히 불투명하게 표시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프로세서는 화상 프레임 왜곡영역(430,432)의 내측에서의 영역의 대상물에 대해 페이딩 처리를 수행한다. 더욱이,

프로세서는 화상 프레임 왜곡영역(430,432)의 관찰자측 외측에서의 영역의 대상물에 대해 대상물을 완전히 전송하고 클

리핑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도 8b는 상기 설명된 처리에 의해 생성된 화상 데이터에서 대상물의 불투명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시선의 타

겟으로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대상물의 불투명도를 나타낸다.

화상 프레임 왜곡영역(430,432)의 내측에서의 영역에서, 페이딩 처리는 대상물과 시점(30)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강도로 행

해진다. 따라서,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체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영역의 대상물의 불투명도는 점차 감소된다.

상기 설명한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화상 프레임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어떠한 화상 프레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경

우와 유사하게, 관찰자는 돌출측 입체 표시영역(410)의 경계(412)의 내측에 위치한 대상물을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대상물이 시점(30)과 위치(4121) 사이에 거리(4122)에서 위치한 경우, 관찰자는 대상물을 올바르게 입

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상 프레임 왜곡영역(430,432)의 내측에서의 페이딩 처리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감소함으로

써, 입체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영역의 대상물의 불투명도는 점차 감소될 수 있다. 이어서, 페이딩 처리에 의해 불투명도

가 감소된 경우, 다른 경계 위치의 관찰측에서의 화상 프레임 왜곡영역(430,432)의 대상물에 대해 클리핑 등의 처리가 수

행되고, 따라서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영역에 위치한 대상물로 인한 관찰자의 불편한 느낌이 감소될 수 있

다.

그러므로, 화상 프레임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어떠한 화상 프레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유사하게, 관찰자가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이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화상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에 의한 처리가 도 9a와 도 9b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9a는 깊이측 입체 표시영

역(420)과 대상물(310)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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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에 따른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는 미리 깊이측 입체 표시영역(420)의 경계(422)의 내측에서의 제1처리경계

(424)를 설정한다. 또한, 프로세서는 깊이측 입체 표시영역(420)의 깊이측에서의 제2처리경계(426)를 미리 설정한다.

제1처리경계(424)와 제2처리경계(426)의 위치는, 예컨대 경계(422)와의 관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컨대, 경계(422)

로부터 소정 거리에 있는 내측에서의 위치는 제1처리경계(424)로서 설정된다. 또한, 예컨대 경계(422)로부터 소정 거리만

큼 떨어진 위치는 제2처리경계(426)로서 설정된다. 더욱이, 예컨대 제1처리경계(424)와 제2처리경계(426)의 위치는 경

계(422)와의 상대적 거리에 관련하여 결정될 수 있다.

도 9b는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 의해 상기 설명된 처리에 의해 생성된 화상 데이터에서 대상물의 불투명도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가로축은 시선 타겟으로부터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대상물의 불투명도를 나타낸다.

제1처리경계(424)와 제2처리경계(426) 사이의 대상물에 대해,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는 표시패널(22)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강도로 페이딩 처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서는 표시패널(22)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페이딩 처리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불투명도는 제1처리경계(424)로부터 제2처리경계(426)로 서서히 감소한

다. 이어서, 프로세서는 제2처리경계(426)의 깊이측에 존재하는 대상물을 클리핑한다.

따라서, 제1처리경계(424)와 제2처리경계(426) 사이의 페이딩 처리의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킴으로써, 대상물은 서서히

투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어서, 페이딩 처리에 의해 불투명도가 감소된 경우, 클리핑 처리가 제2처리경계(426)의 깊

이측에서의 대상물에 대해 수행되므로,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영역에 위치한 대상물에 기인한 관찰자의

불편한 느낌이 감소된다.

따라서, 깊이측 입체 표시영역(420)에서, 표시패널(22)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른 강도에 의한 페이딩 처리가 수행되므로,

관찰자가 불편한 느낌 없이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화상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에 의한 상기 처리에 의해, 화상 데이터 프로세서(130)의 화상 데이

터 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실시예에 의한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는 대상물 단위로 처리를 수행하지만, 다른 예로

서 프로세서는 대상물을 형성하는 다각형의 단위로 처리를 수행한다. 또 다른 예로서, 프로세서는 다각형을 형성하는 꼭지

점의 단위로 처리를 수행한다.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가 2D 또는 3D 대상물에 대해 수행하는 처리는 시점(시선 타겟)으로

부터 표시 타겟 대상물까지의 거리에 따른 효과의 강도와 종류를 결정하는 처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를 한정함

이 없이, 페이딩 처리뿐만 아니라, 계조(gradation)처리, 스케일링(scaling), 블러링(blurring) 처리, 포깅(fogging)과 같은

입체 표시시 실패를 줄이기 위한 처리효과도 수행될 수 있다.

도 10a와 도 10b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가 2D 또는 3D 대상물에 대

해 수행하는 처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러한 예에서,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는, 각 대상물

의 위치를 포함하며 가상 카메라(600) 및 시점(30)을 통과하는 선(450)에 수직인 면과, 가상 카메라(600)의 위치를 포함

하며 선(450)에 수직인 면 사이의 거리에 따라 스케일링 팩터(scaling factor)로의 변환처리를 수행한다.

도 11에 도시된 그래프는 가상 카메라(600)를 포함하는 면으로부터의 거리와 처리 스케일링 팩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다. 그래프를 참조하면, 가상 카메라(600)를 포함하는 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변환이 행해지는 스케일링 팩터가 작

아진다.

도 10a와 도 10b에서, 가상 카메라(600)를 포함하는 면으로부터 대상물 C를 포함하는 면까지의 거리(451)와, 가상 카메

라(600)를 포함하는 면으로부터 대상물 B를 포함하는 면까지의 거리(452) 및, 가상 카메라(600)를 포함하는 면으로부터

대상물 A를 포함하는 면까지의 거리(453)는 순서대로 커진다. 따라서, 대상물 C, 대상물 B, 대상물 A는 이 순서대로 스케

일링 팩터 처리가 행해진다.

따라서, 대상물에 대해 가상 카메라(600)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스케일링 팩터로의 변환을 행함으로써, 더 자연스러운 화

상이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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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는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물과 시점(시선 타겟)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각 대상물에 대해 다양한 처리를 수행하지만, 그 대신, 프로세서는 대상물과 입체 표시영역의 경계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

양한 종류의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따라서, 거리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일 위치는 입체 표시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일 수 있

고, 실시예에서는 그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는 화상 데이터 프로세서(130)에 의해 처리된 화상 데이터에 대해 다중 관점 렌더링을 수행한

다. 구체적으로,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는, 카메라 파라미터 획득부(103)에 의해 얻어진 표시패널(22)의 시차성분의

각 방향으로부터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120)에 의해 얻어진 가상 카메라의 위치에 기초하여, 평행 투사 카메라를 이용하

여 처리를 수행한다. 도 12를 참조하면,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에 의한 처리가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 12는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의 표시패널(22)에 의해 출력된 광선과 가상 카메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평행투사 카메라는 표시패널(22)로부터 출력된 광선에 따라 배치된다. 예컨대, 5개의 광선(511~515)이 표시패

널(22)상의 위치(510)로부터 출력된다. 가상 카메라(평행투사 카메라)는 이러한 각 5개의 광선(511~515)의 연장선상에

배치된다. 이어서, 렌더링 처리가 각 가상 카메라(600)의 위치에서 수행되고, 처리결과는 패널상에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 의해 출력된 광선으로서 사상된다.

또한, 화상 데이터 프로세서(130)가 입체 표시영역(400) 외부의 대상물에 대해 이미 올바르게 관찰되도록 하는 처리를 수

행했기 때문에,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에 의한 처리에 의해, 오류 없이 입체적 관찰을 실현할 수 있는 다중 관점 화상

이 생성될 수 있다.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는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 의해 출력된 여러 종류의 광선 방향의 다

중 관점 화상을 출력한다. 다른 예로서, 이것은, 카메라 파라미터 획득부(103)에 의해 얻어진 입체 표시장치의 슬릿과 렌티

큘러의 위치에 따라 다중 관점 화상이 입체 표시장치로부터의 출력으로서 사상되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도 13은 소정 방향으로부터 다중 관점 화상을 생성하는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에 의한 처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는 시선의 타겟(30)으로부터 표시패널(22)에 의해 출력된 광선의 연장선상에 가상 카메라

(600)를 설정한다. 이어서, 화상생성기는 표시패널(22)의 관찰자측에 가상 카메라(600)의 가까운 클립면(710)을 설정한

다. 더욱이, 화상생성기는 깊이 방향(210)으로 표시패널(22)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가상 카메라(600)의 먼 클립면(720)을

설정한다. 이어서, 화상생성기는 가상 카메라(600)의 가까운 클립면(710)과 먼 클립면(720) 사이의 렌더링 범위(700)에

대해 렌더링 처리를 수행한다. 여기서, 렌더링 범위(700)의 폭(730)은 가상 카메라(600)의 카메라면(610)의 폭과 동일하

다.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는 표시패널(22)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 강도로 렌더링 효과를 수행할 수 있다. 도 14는

가까운 클립면(710)과 먼 클립면(720) 사이에서 강도를 변화시키면서 포그 렌더링이 수행된 경우 포그 효과의 강도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표시패널(22)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포그 효과의 강도를 나타낸다.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에 의한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는 시점(30)과 돌출 한계(401) 사이에서 포그 렌더링

의 강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관찰자는 돌출 한계(401)의 전면으로부터 포그가 서서히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돌출 한계(401) 바깥에서 입체 관찰이 어려운 것에 기인한 관찰자의 불편한 느낌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실시예에서, 다중 관점 화상생성기(140)가 화상 데이터에 대해 포그 렌더링을 수행하지만, 화상 데이터에 수행된 처

리는 입체 표시시 관찰자에 의한 올바른 입체 관찰을 방해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렌더링 효과일 수 있으며, 포그 렌더링

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시예에서, 렌더링 효과 처리의 강도는 표시패널(22)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른 실시예로서, 렌더링 효과

처리의 강도는 시선 타겟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 15는 실시예에 따른 화상생성장치(10)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다. 화상생성장치(10)는, 화상생성장치(10) 등에서 입

체화상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입체화상 처리프로그램이 저장되는 ROM(52), ROM(52) 내의 프로그램에 따라 화상생성장

치(10)의 각 부분을 제어하고 버퍼링 시간변화 처리 등을 실행하기 위한 CPU(51), 화상생성장치(10)의 제어를 위해 필요

한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 형성되는 RAM(53),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 I/F(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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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모리, CD-ROM, DVD, 자기디스크 등과 같은 기록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독출하는 기록매체 독출부(58), 화

상 등이 표시되는 표시장치(59), 키보드나 다양한 위치지정도구 등을 포함하는 입력장치(60),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저장

하는 주기억장치(61) 및, 각 부분을 연결하는 버스(62)를 하드웨어 구성으로서 포함한다.

상기한 화상생성장치(10)의 입체화상 처리프로그램은 CD-ROM, FD, DVD 등과 같은 컴퓨터로 독출가능한 기록매체(70)

에 설치가능한 포맷 또는 실행가능한 포맷 파일로 기록된다.

이러한 경우, 입체화상 처리프로그램은 기록매체(70)로부터 독출되어 화상생성장치(10)에서 실행됨으로써 주기억장치에

로드되고,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설명된 각 부분이 주기억장치에 생성된다.

실시예에 의한 입체화상 처리프로그램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되는 컴퓨터에 저

장됨으로써 형성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실시예를 이용하여 설명되었지만, 다양한 변형과 개선이 실시예에 부가될 수 있다.

그러한 제1변형예가 설명된다. 도 16은 제1변형예에 의한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의 구체적인 기능적 구성을 나타낸 블

록도이다. 변형예에 따른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는 깊이 방향 대상물 프로세서(1342)와 배경 대상물 생성기(1344)를

갖는다.

깊이 방향 대상물 프로세서(1342)는 실시예에 따른 깊이 방향 대상물 프로세서(134)와 같이 돌출측 입체 표시영역(420)

내의 대상물에 대해 다른 강도로 페이딩 처리를 수행한다.

배경 방향 대상물 생성기(1344)는 돌출 한계(401) 보다 더 깊은 쪽에서의 영역인, 즉 렌더링 범위에 대해 렌더링 처리를

수행한다. 이어서, 생성기는 얻어진 2D 화상을 깊이 한계(401)의 위치에 배경 대상물로서 배치한다. 여기서, 배경 대상물

그 자체에는 다른 대상물의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돌출측 영역(221)과 깊이측 영역(222) 각각에서 다른 화상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대상물의 위치에

따라 다른 화상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더 자연스러운 입체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화상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도 17은 배경 대상물 생성기(1344)가 렌더링 처리를 수행하는 렌더링 범위를 나타낸다. 도 17에 도시된 렌더링 범위(800)

는 평행 투사 카메라 모델을 사용한 경우의 범위이다. 렌더링 범위(800)의 깊이 방향(210)으로의 경계 위치는 돌출 한계

(401)를 위해 설정된 가까운 클립(810) 및 먼 클립(820)과 일치한다. 더욱이, 렌더링 범위(800)의 폭(830)은 가상 카메라

(600)의 카메라면(610)의 폭과 일치한다.

또한, 평행 투사 카메라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깊이 방향 대상물 프로세서(1344)는 대상물에 대해 시점(30) 또는 표시패

널(22)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확대 및 감소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평행 투사 카메라 모델에서, 대상물의 외견상 크기가 표

시패널(22)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패널(22)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확대 및 감소 처리를 수행함

으로써, 관찰자는 올바른 입체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도 18은 다른 예로서 원근 투사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경우의 렌더링 범위(800)이다. 이 경우, 렌더링 범위(800)의 면 내

방향(230)으로의 경계 위치는 원뿔의 측면에 따른 위치와 일치한다.

제2변형예로서,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는 렌더링 처리에서의 카메라의 방위에 따라 대상물

의 투명도에서 차이가 있다. 도 19 및 도 20은 제2변형예에 따른 화상처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9는 가상 카메라(600)

의 방위와 투명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 20은 가상 카메라의 방위에 따라 대상물 A의 투명도를 변화시키는 화상처

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변형예에 따른 돌출 방향 프로세서(132)와 깊이 방향 프로세서(134)는 대상물 A의 투명도

가 카메라의 방위에 따라 결정된 값이 되도록 화상처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상 카메라(600)가 대상물 A의 시점 앞에 위치로서 제1카메라위치(601)

에 배치되어 있다면, 대상물 B는 대상물 A의 뒤에 가려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상물 A의 투명도는 0으로 설정되는

데, 즉 불투명이다. 도 21a는 그 조건에서의 대상물 A와 대상물 B를 보여준다. 따라서, 대상물 A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

상물 A와 중첩된 대상물 B의 부분은 완전히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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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카메라(600)가 카메라위치(601)로부터 떨어진 제2카메라위치(602)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대상물 A 뒤에 배치된 대

상물 B를 투명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관찰자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화상처리는

대상물 A의 투명도가 카메라가 제1카메라위치(601)에 배치된 경우에 비해 높아지도록 수행된다. 도 21b는 그 조건에서의

대상물 A와 대상물 B를 보여준다. 따라서, 대상물 A가 완전히 불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물 B는 대상물 A를 통해 보여

진다.

따라서, 변형예에 따르면, 투명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화상이 생성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에 따른 화상생성장치는 관찰자가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영역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즉, 3차

원 위치 관계가 정확하게 재현되고, 입체 표시영역의 각 내측 및 외측에 적합한 화상처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

가 올바르게 입체적으로 관찰가능한 입체 표시 화상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된다.

실시예에 따른 화상생성장치, 화상생성방법 및, 화상생성 프로그램은 입체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유용하고, 특히 인테

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서 입체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적합하다.

부가적인 장점과 변형이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 설명된 구체적 세부사항과 대표적인 실시예에 한

정되지 않는다. 즉,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변형예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화상이 인테그럴 이미징 또는 다중렌즈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경우, 화상 프레

임 왜곡 등이 없는 화상을 생성하고 관찰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화상생성장치, 화상생성방법 및 화상생성 프로그

램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입체표시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화상 데이터가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경우,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2차원 또는 3차원 화상 데이터, 입체 표시

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에 응답하여 2차원 방식으로 화상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처리에서 설정된 가상 카메라의 시선 타겟

의 위치 및, 입체 표시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의 방위에 기초하여, 화상 데이터에서 3차원 위치관계를 재현하기 위한 입체

표시영역을 계산하는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

입체 표시영역 계산기에 의해 계산된 입체 표시영역의 외부를 나타내는 외부영역에서 화상 데이터에 대해, 입체 표시영역

의 내부를 나타내는 내부영역의 화상 데이터에 대한 화상처리와 다른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화상 프로세서 및;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된 후의 2차원 또는 3차원 화상 데이터로부터 입체 표시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화상생성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화상 프로세서가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에 대해 계조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에서의 각 대상물의 위치에 기초하여,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수행

되는 화상처리의 강도를 결정하는 화상처리 제어기를 더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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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프로세서는, 화상처리 제어기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결정된 강도로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

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의 대상물의 위치와 시선 타겟의 위치 사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화상처리 제어기

는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수행되는 화상처리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의 대상물의 위치와 입체 표시영역의 경계 사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화상처리 제

어기는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수행되는 화상처리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의 각 대상물의 위치에 기초하여, 화상처리가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

해 수행되는 것을 결정하는 화상처리 제어기를 더 구비하고,

화상 프로세서는, 화상처리 제어기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결정된 강도로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

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의 대상물과 입체 표시장치의 깊이 방향으로의 시선 타겟 사이의 위치관계에 기

초하여, 화상처리 제어기는 화상처리가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수행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화상처리 제어기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2차원 대상물로서 배치하는 입체 표시영역 외부의 입체

표시장치의 깊이측에 위치한 대상물에 대한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화상 프로세서가,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에 대해 투명도를 변화시키는 페이딩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의 각 대상물의 위치에 기초하여,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수행되는

화상처리의 강도를 결정하는 화상처리 제어기를 더 구비하고,

화상 프로세서는, 화상처리 제어기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결정된 강도로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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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의 대상물의 위치와 시선 타겟의 위치 사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화상처리 제어

기는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수행되는 화상처리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의 대상물의 위치와 입체 표시영역의 경계 사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화상처리

제어기는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수행되는 화상처리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의 각 대상물의 위치에 기초하여, 화상처리가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

해 수행되는 것을 결정하는 화상처리 제어기를 더 구비하고,

화상 프로세서는, 화상처리 제어기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결정된 강도로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

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의 대상물과 입체 표시장치의 깊이 방향으로의 시선 타겟 사이의 위치관계에 기

초하여, 화상처리 제어기는 화상처리가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대상물에 대해 수행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화상처리 제어기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2차원 대상물로서 배치하는 입체 표시영역 외부의 입체

표시장치의 깊이측에 위치한 대상물에 대한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화상처리 제어기는, 렌더링 처리에서 설정된 가상 카메라의 방위에 응답하여,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영역

내부의 화상 데이터에 대해 수행되는 화상처리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화상처리 제어기는, 렌더링 처리에서 설정된 가상 카메라의 방위에 응답하여, 화상 프로세서에 의해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에 대해 수행되는 화상처리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화상 프로세서가 영역 외부의 화상 데이터에 대해 블러링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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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입체표시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화상 데이터가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경우, 입체 표시장치에서 표시되는 2차원 또는 3차원 화상 데이터, 입체 표시

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에 응답하여 2차원 방식으로 화상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처리에서 설정된 가상 카메라의 시선 타겟

의 위치 및, 입체 표시장치로부터 출력된 광선의 방위에 기초하여, 화상 데이터에서 3차원 위치관계를 재현하기 위한 입체

표시영역을 계산하는 단계;

계산된 입체 표시영역의 외부를 나타내는 외부영역에서 화상 데이터에 대해, 입체 표시영역의 내부를 나타내는 내부영역

의 화상 데이터에 대한 화상처리와 다른 화상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2차원 또는 3차원 화상 데이터로부터 입체 표시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성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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