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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체영상생성장치는 I, B 및 P화상들(pictures)을 담고있는 MPEG부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한다. 
화상추출부는 MPEG부호화된 데이터로부터 각 화상데이터를 추출하고, 동벡터생성부는 추출된 화상데이터로 구성되는 
화상내의 매크로블록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동벡터들을 생성하여 동벡터필드구성부로 공급한다. 화상저장부는 추출
된 화상데이터로부터 복원되는 화상을 K개만큼 저장한다. 운동유형결정부는 동벡터필드구성부로부터 공급되는 동벡터
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운동유형을 결정한다. 입체영상생성부는 화상저장부에 저장된 이전화상들 및 결정
된 운동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고, 현재화상 및 합성화상을 출력한다. 좌/우측화상결
정부는 현재화상 및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수신된 현재화상을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
쪽인 것으로 결정하고 합성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
화상, 수평운동화상 및 고속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고, 결정된 각 운동유형에 적응적으로 최적의 입체영상을 생성
하며 그 입체영상의 좌/우측화상을 결정함으로써, 화상의 다양한 운동유형에서도 자연스럽고 안정된 입체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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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PEG 데이터의 입체영상생성장치를 나타낸 블럭도,

도 2는 동벡터생성부의 상세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3은 I화상 매크로블록에 겹치는 B화상 매크로블록의 겹침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I화상의 동벡터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벡터의 방향도,

도 5는 운동유형결정부 및 입체영상생성부의 상세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6은 정지화상과 운동화상을 결정하는 흐름도,

도 7은 비수평운동화상과 수평운동화상을 결정하는 흐름도,

도 8은 최대수직퓨젼임계각과 최대수직시차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도 9는 고속운동화상을 결정하는 흐름도,

도 10은 최대수평퓨젼임계각과 최대수평시차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도 11은 수평운동화상을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12는 화상영역을 일차결정영역과 이차결정영역으로 분할하여 보여주는 도면,

도 13은 비수평운동화상을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14는 에지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향필터들을 보여주는 도면,

도 15는 고속운동화상을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16은 정지화상을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17은 도 1의 실시예로부터 개선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PEG 데이터를 이용한 입체영상생성장치를 
나타낸 블럭도,

도 18은 도 17에 보여진 운동유형재결정부의 동작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흐름도,

도 19는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재결정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20은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재결정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21은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동일한 경우에,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재결정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보
여주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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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화상추출부 110 : 동벡터생성부

120 : 동벡터필드구성부 130 : 운동유형결정부

140 : 입체영상생성부 150 : 좌/우측화상결정부

160 : 이전화상저장부 170,180 : D/A 변환기

190 : 운동유형재결정부 200 : MPEG 복호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입체영상(stereoscopic image)을 생성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화상(picture)의 다양
한 운동유형에 적응적으로 자연스럽고 안정된 입체감을 갖는 입체영상을 생성하며, 또한 MPEG 비트스트림에서 각I, 
P, B화상의 동벡터를 추출 및 생성하여 효율적으로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두개의 카메라를 채용한 입체카메라(stereoscopic camera)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MPEG-1 CD, MPEG-
2 HDTV, MPEG-2 DVD 등의 2차원 동영상을 직접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상업적 이용범
위는 비디오화면을 입체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MPEG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 뿐
만 아니라, NTSC/PAL/SECAM 등의 아날로그방식 영상신호에도 적용가능하다.

    
본 발명과 비교되는 종래기술은 일본 산요(SANYO)전기에서 개발한 수정 시간차(Modified Time Differnce:이하에
서'MTD'라 함)법이 있다. 또한 한국 삼성전자(주)에서 개발한 수직시차의 수평시차로의 변환방법이 있다. 이러한 종
래기술들은 아날로그방식의 영상신호로부터 입체영상을 생성한다. 산요전기가 개발한 MTD법은 1) 움직이는 영역을 
추출하며, 2) 움직임의 속도 및 방향을 결정하며, 3) 이 움직임의 속도 및 방향에 의해, 이전의 한 프레임으로부터 지연
방향(delay direction) 및 지연시간(delay time)이 결정되고, 4) 결정된 지연방향 및 지연시간에 따라 지연된 영상(
delay image)이 어떤 쪽의 눈에 보여지는지가 결정된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수직시차의 수평시차로의 변환방법은 1) 블록별 움직임을 예측하며, 2) 블록동벡터의 크기를 계산
하며, 3) 수직성분을 모두 수평시차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2)에서 구한 크기값을 수평시차값으로 변환하며, 4) 각 블록
을 수평시차값만큼 수평이동하고, 5) 수평이동된 블록들을 모아서 합성화상을 생성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지만, 전술의 MTD방법은 움직임 정보에 의해 이전의 K개 프레임들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지연된 영상으로 선택하므
로, 한 프레임내의 영역들이 갖는 다른 깊이들은 무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MTD방법에 따른 입체영상을 감
상할 때 깊이감이 없게 되므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입체감이 있으나 움직임이 적은 부분(일례로, 장면의 배경(
background))에 대해서는 입체감을 느낄 수 없다.

삼성전자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웃 블록들간의 수평시차의 차이에 따른 블록의 수평이동으로 영상의 왜곡이 발생하며, 
영상의 다양한 운동유형에 적응적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정된 입체영상을 생성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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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술한 방법들에 의해 생성된 입체영상들은, 영상의 특정 운동유형들에서는 입체감을 얻을 수 없거나 입체영
상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전술한 기존의 방법들은 MPEG부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할 때에는, 복호된(decoded) 영상
에 다시 운동예측(motion prediction)방법을 수행해야 하므로, MPEG 비트스트림에 들어있는 움직임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며, 따라서 운동예측방법의 재사용으로 인한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영상의 다양한 운동유형에서도 자연스럽고 안정된 입체감을 갖는 
최적의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영상의 다양한 운동유형에서도 자연스럽고 안정된 입체감을 
갖는 최적의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압축부호화된 MPEG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의 다양한 운
동유형에서도 자연스럽고 안정된 입체감을 갖는 최적의 입체영상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압축부호화된 MPEG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의 다양한 운
동유형에서도 자연스럽고 안정된 입체감을 갖는 최적의 입체영상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체영상생성방법은, 영상데이터로부터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상기 영상데이터에 따른 각 화상내의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수
평운동화상 및 고속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단계; (2) 상기 영상데이터에 따른 이전화상들 및 상기 결정된 운동
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고, 현재화상 및 그 합성화상을 출력하는 단계; 및 (3) 상기 
출력되는 현재화상 및 그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제 (1)단계에서 결정된 운동유형에 따라 현재화상을 입체영상을 구성
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고 합성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전술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체영상생성장치는, 영상데이터로부터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장치에 있어
서, 상기 영상데이터에 따른 각 화상내의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수
평운동화상 및 고속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운동유형결정수단; 상기 영상데이터에 따른 이전화상들 및 상기 결
정된 운동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고, 현재화상 및 그 합성화상을 출력하는 입체영상생
성수단; 및 상기 입체영상생성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현재화상 및 그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
서 결정된 운동유형에 따라 현재화상을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고 합성
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하는 좌/우측화상결정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체영상생성방법은, I, B 및 P화상들(pictures)을 담고있는 MPEG부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영상(stereoscopic image)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상기 부호화된 화상데이터를 입력
받아, 그 화상내의 매크로블록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동벡터들을 생성 및 저장하는 단계; (2) 입력되는 화상데이터
로부터 복원되는 화상을 K개만큼 저장하는 단계; (3) 제 (1)단계에서 저장된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
는 운동유형을 결정하는 단계; (4) 제 (2)단계에서 저장된 이전화상들 및 제 (3)단계에서 결정된 운동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고, 현재화상 및 합성화상을 출력하는 단계; 및 (5) 제 (4)단계에서 출력되는 
현재화상 및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현재화상을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고 
합성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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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체영상생성장치는, I, B 및 P화상들(pictures)을 담고있는 MPEG부
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영상(stereoscopic image)을 생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화상데이터를 입
력받아, 각 화상내의 매크로블록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동벡터들을 생성 및 저장하는 동벡터생성및저장수단; 상기 
동벡터생성및저장수단에 공급되는 화상데이터로부터 복원되는 화상을 K개만큼 저장하는 화상저장부; 상기 동벡터생성
및저장수단에 저장된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운동유형을 결정하는 운동유형결정수단; 상기 화상저
장부에 저장된 이전화상들 및 결정된 운동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고, 현재화상 및 합
성화상을 출력하는 입체영상생성수단; 및 상기 입체영상생성수단으로부터 현재화상 및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현재화상
을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고 합성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하는 좌/우
측화상결정부를 포함한다.
    

전술의 동벡터생성방법 및 그 수단은, MPEG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에서 GOP내의 헤더를 분석하여 I, P, B 화상을 추출
하고, 각 화상의 매크로블록별로 동벡터를 추출 및 생성하여 동벡터필드(motion vector field)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여기서, B화상 및 P화상의 동벡터들은 해당 화상에 대응하는 MPEG비트스트림으로부터 매크로블록별로 추출 및 보간
하여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트라코딩되는 I화상의 동벡터들은 이전 B화상들의 매크로블록별 동벡터들을 이용하
여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의 운동유형결정방법 및 그 수단은, 현재화상의 동벡터필드를 분석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움직임이 없는 정지
화상, 카메라 및/또는 물체가 비수평방향으로 운동하는 비수평운동(non-horizontal motion)화상, 카메라 및/또는 물
체가 수평방향으로 운동하는 수평운동(horizontal motion)화상, 및 움직임이 빠른 고속운동(fast motion)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과 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방법은, 화상의 동벡터필드를 분석하여, 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수평운동성분과 수직운동성분이 모두 영(0)인 정지매크로블록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화상의 운동유형을 비수평운동화상과 수평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방법은, 화상의 동벡터필드를 분석하
여, 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최대수직퓨젼임계각과 최대수직시차임계값에 근거하는 비수평매크로블록들이 차
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화상의 운동유형을 고속운동화상과 수평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방법은, 화상의 동벡터필드를 분석하여, 
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최대수평시차임계값에 근거하는 고속운동매크로블록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의 입체영상생성수단은, 정지화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의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합성정지화상발생부, 비수평운동화
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의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합성비수평운동화상발생부, 고속운동화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의 입체
영상을 생성하는 합성고속운동화상발생부, 및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의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합성수평운동
화상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정지화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은, 정지화상내의 소정 각 블록의 밝기 및/또는 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깊이정보를 다르게 할당하고, 이를 수평시차로 변환하여 정지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비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은, 비수평운동화상내에서 카메라 및 물체
가 모두 운동하는 경우에는 카메라운동방향과 동일한 매크로블록과 그렇지 않은 매크로블록들간에 시차값을 다르게 할
당하여 합성화상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수평운동운동화상내에서 물체만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매크로블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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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매크로블록간에 시차값을 다르게 할당하여 합성화상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수평운동화상내에서 카메라만 
운동하는 경우에는 현재매크로블록의 에지특성에 따라 주변의 에지매크로블록들 및 이전화상의 매크로블록의 동벡터들
을 이용하여 현재매크로블록에 대응하는 시차값을 구해 합성화상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고속운동화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은, 현재화상내의 고속운동매크로블록들의 동
벡터를 최대수평시차값으로 변환하여 수평이동시키고, 이를 직전의 이전화상에 합성하여 고속운동화상에 대응하는 합
성화상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은, 정신물리학이론에 기반하는 최대수평시차
임계값 및 현재화상내의 소정 수평운동값에 근거하는 이전화상을 수평운동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으로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전술의 좌/우측화상결정방법 및 그 수단은,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평운동화상내
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에 근거하여 적응적으로 모드 A(현재화상을 좌측화상으로 그리고 이전화상을 우측
화상으로 결정하는 방식) 또는 모드 B(현재화상을 우측화상으로 그리고 이전화상을 좌측화상으로 결정하는 방식)를 선
택하여,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
이 아닌 경우들에서는 현재화상을 좌측화상으로 그리고 합성화상을 우측화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모드 A 또는 모드 B의 결정방법은, 현재화상을 제 1결정영역과 
제 2결정영역으로 분할하고, 제 1결정영역에서는 매크로블록별 수평동벡터성분들중의 최대갯수를 갖는 제 1부호를 결
정하고, 제 2결정영역에서는 제 1결정영역에서의 최대갯수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수평동벡터부호들중의 최대갯수를 갖
는 제 2부호를 결정하며, 결정된 제 2부호에 속하는 동벡터의 수평위치의 평방편차 및 기준평방편차에 근거하여 전술한 
모드 A 또는 모드 B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입체영상생성방법 및 그 장치는,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입체영상들간의 흔들림을 감소하기 위하여, 
운동유형결정부에서 1차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이전화상의 운동유형 및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동벡터들
에 근거하여 적응적으로 재결정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고 좌/우측화상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PEG압축데이터의 입체영상생성 장치를 보여준다. 도 1에 도시된 장치는 
화상추출부(100), 동벡터생생부(110), 동벡터필드구성부(120), 운동유형결정부(130), 입체영상생성부(140), 좌/우
측화상결정부(150), 이전화상저장부(160), 그리고,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 170 및 180)를 구비한다.

화상추출부(100)는 MPEG부호화된 데이터의 비트스트림이 입력되면, 입력된 비트스림림의 픽처헤더(picture heade
r)내의 3비트코드를 이용하여 화상(picture)의 종류를 알아낸다. 픽처헤더(picture header)내의 3비트코드는 프레임
화상 또는 필드화상의 각 화상종류를 알려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3비트코드가 001이면 I화상이고, 010이면 P화상, 
100이면 B화상이다. 화상추출부(110)는 MPEG비트스트림에서I, P, B화상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화상데이터를 동벡
터생성부(110) 및 이전화상저장부(160)로 공급한다.

동벡터생성부(110)는I, P, B화상내 매크로블록의 동벡터를 비트스트림에서 추출하고 동벡터를 갖지 않는 매크로블록
들에 대해서는 다른 화상들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동벡터를 생성한다. I화상은 인트라코딩(intra-coding)되므로 동벡
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이전 B화상들의 동벡터를 이용하여 동벡터를 추출한다. P화상과 B화상은 
인터코딩(inter-coding)되므로 자신의 동벡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MPEG의 동벡터추출방법을 이용하여 동벡
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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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부호기에 입력되는 원영상의 GOP의 화상순서는 M이 3인 경우에 다음과 같다.

. . . B0 0 B11 P22 B33 B44 I55 B66 B77 P88 B99 B1010 P1111 . . .

이와는 달리 MPEG복호기에 입력되는 GOP의 화상순서는 부호화된 순서를 따르며, 다음과 같다.

. . . P2 2 B00 B11 I55 B33 B44 P88 B66 B77 P1111 B99 B1010 . . .

부호기는 화상 B3 와 B4 에 대해 화상 I5 를 이용하여 역방향 운동예측을 한다. 따라서 화상 I5 의 매크로블록의 동벡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전화상 B3 와 B4 의 부호기에서 구해진 동벡터를 이용한다. 표 1은 MPEG에서I, P, B화상의 디스
플레이순서(=원영상의 순서)와 복호기입력순서(=부호화된 영상의 순서)를 보여준다.

[표 1]
ⓐ B B P B B I B B P B B P B B P B B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P B B I B B P B B P B B P B B I B

2 0 1 5 3 4 8 6 7 11 9 10 14 12 13 17 15

ⓐ항목은 MPEG화상들의 디스플레이순서를 나타내며, ⓑ항목은 MPEG화상들의 복호기입력순서를 나타낸다.

화상추출부(100)에서 B화상이 추출되면, 도 2의 B화상동벡터추출부(200)는 해당 B화상에 대응하는 비트스트림에서 
매크로블록별로 동벡터를 추출한다. B화상동벡터생성부(210)는, 추출된 매크로블록별 동벡터들을 후술하는 방식으로 
스케일링(scaling)하며, B화상에서 인트라코딩(일례로,강제인트라코딩)등에 의해 동벡터가 없는 매크로블록들의 동벡
터들을 보간기법을 사용하여 생성한다.

먼저, B화상의 비트스트림에서 추출된 매크로블록별 동벡터들을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B화상동벡터생성부(
210)는 추출된 매크로블록별 동벡터들에 대하여 N과 M을 고려하여 스케일링한다. N은 GOP에서의 프레임갯수이고, 
M은 GOP에서의 I/P화상과 P화상간의 화상간격이다. M=3을 가정하면, 표 1의 ⓐ에서, B 3 는 순방향예측되는 P2 와는 
한 화상 간격이고, 역방향예측되는 I5 와는 두 화상 간격이다. 반면에 B4 는 순방향예측되는 P2 와는 두 화상 간격이고, 
역방향예측되는 I5 와는 한 화상 간격이다. 화상간격(M)을 고려하여 스케일링되는, B3 의 동벡터는 수학식 1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수학식 1

여기서, 두개의 동벡터((dBx ,dBy )f ,(dBx ,dBy )r)는 양방향예측되는 특정 매크로블록에서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추
출되는 동벡터들이다. 따라서, 수학식 1에 의해 스케일링된 동벡터((d Bx ,dBy )s )는, B화상내의 매크로블록타입중, 순
방향(forward) 프레임간 예측부호화타입, 역방향(backward) 프레임간 예측부호화타입, 및 전후 양방향으로부터 예측
부호화된 내삽적(interpolative) 프레임간 예측부호화타입 모두를 포괄한다. 수학식 1에 의해 얻어지는 동벡터((d Bx ,
dBy )s )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해당 매크로블록의 동벡터값이 된다.

유사하게, 스케일링된 B4 의 동벡터는 수학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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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화상에서 인트라코딩등에 의해 동벡터가 없는 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들은 보간기법을 사용하여 생성한다. 이 보
간기법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잘 이해한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자명하게 이해될 것이므로, 상세
한 설명을 생략한다.

B화상동벡터생성부(210)에 의해 스케일링되거나 보간된, B화상내의 모든 매크로블록들에 대응하는 동벡터들은, B화
상동벡터저장부(220)에 저장되고 도 1의 동벡터필드구성부(120)로 입력된다.

    
화상추출부(100)에서 P화상이 추출되면, P화상동벡터추출부(240)는 비트스트림에서 P화상내 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
들을 추출한다. 그런데 P화상내의 매크로블록들은, 부호기에서 이전의 I화상 또는 P화상과 순방향(forward) 프레임간 
예측부호화되거나 인트라코딩된다. 그러므로, P화상내의 모든 매크로블록들중에서, P화상동벡터추출부(240)에서 추출
되는 동벡터의 매크로블록타입은 순방향(forward) 예측코딩타입이 되며, 동벡터가 추출되는 않는 매크로블록의 타입
은 인트라코딩타입이다.
    

P화상동벡터생성부(250)는, 전술한 B화상의 경우와 유사하게, P화상에 대응하는 비트스트림에서 추출된 매크로블록
별 동벡터들을 후술하는 방식으로 스케일링하며, 또한 P화상에서 인트라코딩등에 의해 동벡터가 없는 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들을 보간기법을 사용하여 생성한다.

특히 P화상의 동벡터 스케일링에서는, 부호기에서 P화상의 동벡터를 예측할 때에 적용된, P화상과 움직임 예측되는 이
전 I/P화상간의 화상간격(M)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후술하는 입체영상생성시 전후 화상들간에 일정한 움직임량이 유
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화상의 매크로블록의 스케일링된 동벡터는 화상간격(M)을 고려하여 수학식 3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3

여기서 스케일링된 동벡터'(dPx ,dPy )S'는, 이전 I/P화상과 현재의 P화상간에 순방향예측된 동벡터(dPx ,dPy )에 대하
여, 부호기에서 예측부호화시에 적용된 일정한 화상간격(M)을 고려하여 스케일링된다.

P화상동벡터생성부(250)에 의해 스케일링되거나 보간된, P화상내의 모든 매크로블록들의 대응하는 동벡터들은 도 1
의 동벡터필드구성부(120)로 입력된다.

B화상동벡터저장부(220)에 저장된 동벡터들은 I화상동벡터생성부(230)가 I화상내의 매크로블록들에 대응하는 동벡
터들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I화상내의 모든 매크로블록들은 인트라코딩되므로 동벡터가 없다. 따라서 I화상의 동벡터
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부호기에서 I화상을 참조하여 역방향운동예측한 B화상내의 모든 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들이 B
화상동벡터추출부(200) 및 B화상동벡터생성부에서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I화상내 각 매크로블록의 동벡터(d

x ,dy )I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표 1의 시퀀스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벡터를 갖지 않는 I 5 의 동벡터는 비트스트림내의 움직임정보를 갖는 이전 P, B화상
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표 1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I화상동벡터생성부(230)는 이전화상 B 3 ,B4 를 이용하여 I5 의 동벡터들을 구하는 것이, 시
간지연의 최소화 및 신뢰성 확보에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화상 B 3 ,B4 는 부호기에서 화상 I5 를 직접적으로 참조하여 
예측부호화하였으면서도 시간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음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표 1에서 화상 P 2, B0 ,B1 는 화상 B3 ,B

4 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우선하지만, 부호기에서 화상 I5 를 직접적으로 참조하지 않았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화상 P8 ,B6 ,B7 은, 부호기에서 화상 I 5 를 직접적으로 참조하였으나, 화상 B3 ,B4 보다 복호기입력순서 및 디스플레이순
서가 늦으므로 시간지연이 커진다. 따라서, 부호기에서의 참조여부, 복호기입력순서 및 디스플레이순서를 모두 고려할 
때, I5 의 동벡터들은 B3 ,B4 의 동벡터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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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I화상동벡터생성부(230)는 임의의 I화상의 바로 이전에 역방향예측된 B화상을 이용하여 동
벡터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방법은 다음의 세가지로 제안된다.

방법 1: 방향을 고려한 가중치의 이용

먼저, 시간적으로 늦게 복호기로 입력되는 B4 의 동벡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I5 의 동벡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
법은 모든 매크로블록들이 선형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B화상의 매크로블록들이 참조하는 
I화상의 매크로블록들은 정확하게 매크로블록단위로 정렬된 것이 아니므로, 구해진 동벡터값은 원하고자 하는 매크로
블록의 동벡터값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B화상의 동벡터값만큼 블록을 이동한 후, 구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과 겹치는 매크로블록의 정
보를 이용하여 동벡터의 값을 계산한다. 도 3에서, MB(x,y,k-1)들은 동벡터를 갖는 이전화상인 B화상의 매크로블록
들이며, MB(x,y,k)는 현재 동벡터를 구하고자 하는 I화상의 매크로블록을 나타낸다. 화살표는 동벡터의 방향을 나타내
므로, MB1 및 MB2는 서로 유사한 동벡터를 가지나 MB3는 상이하다. 그러므로, MB3처럼, 전체적인 동벡터의 방향과 
그 움직임 방향이 다른 매크로블록들은 그 후보로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상관관계가 적은 영역으로부터 얻어지는 동벡
터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동벡터의 방향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도 4처럼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동벡터를 (dx ,dy )로 정의하면, 동벡터의 방향은 수학식 4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계산된 방향은 도 4에 보
여진 좌상, 우상, 좌하, 우하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수학식 4

I화상의 동벡터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F k와 Fk-1 은 각각 현재화상 및 이전화상을 의미하며, N은 동벡터를 구하고
자 하는 I화상의 매크로블록 MB(x,y,k)과 부분적으로 겹치며 동벡터의 방향이 유사한 B화상의 매크로블록들의 갯수를 
의미한다.ln=[lxn ,lyn ]T 은 MB(x,y,k)와 x,y축에서 겹치는 부분의 길이에 해당되는 화소수를 의미한다.l n=[lxn ,lyn

]T 에 대한 가중치인 ω=[ωx ,ωy ]T 는 수학식 5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수학식 5

T는 트랜스포즈(transpose)이다.

그러면, I화상의 매크로블록의 동벡터는 수학식 5에서 얻어진 가중치를 이용하여 수학식 6과 같이 구해진다.

수학식 6

방법 2: x축 y축 각각의 가중치의 이용

가중치만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전술의 방법 1에서 고려된 방향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즉, 특정 방향의 동벡터
를 갖는 매크로블록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모든 매크로블록들을 고려하여 I화상의 동벡터를 구한다.

 - 9 -



등록특허 10-0334722

 
방법 3: 면적을 가중치로 사용

방법 2와 동일하나 x,y축 각각에 대해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매크로블록과 겹치는 모든 매크로
블록들의 면적, 즉 픽셀의 갯수를 가중치로 하여 I화상의 동벡터를 계산한다.

전술한 방법들중의 하나로 생성된, I화상내의 모든 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들은 동벡터필드구성부(120)로 공급된다.

동벡터필드구성부(120)는I, P 또는 B화상내 매크로블록의 동벡터가 구해지면, 그 화상내의 모든 매크로들록들에 대응
하는 동벡터들로 이루어진 동벡터필드를 구성한다. 동벡터필드는 어레이(array) 또는 집합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필
드'의 개념은 화상(picture)의 한 종류인 필드(field)와는 구분된다.

    
동벡터필드가 구성되면 운동유형결정부(130)는 동벡터필드구성부(120)에 저장되어있거나 그로부터 출력되는 화상별 
동벡터필드에 대해 운동해석방법을 적용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다양한 운동유형들중의 하나로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입체영상생성부(140)로 출력한다. 여기서, 전술의 다양한 운동유형들은, 움직임이 없는 정지화상, 카메라 및/또는 
물체가 비수평으로 운동하는 비수평운동화상, 카메라 및/또는 물체가 빠르게 운동하는 고속운동화상, 및 카메라 및/또
는 물체가 수평으로 운동하는 수평운동화상으로 분류된다. 전술한 운동유형결정부(130)는 도 5에 보여진 것처럼 운동
/정지화상결정부(500), 수평/비수평운동화상결정부(510), 및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부(520)를 구비한다. 도 5에 보
여진 합성정지화상발생부(530), 합성비수평운동화상발생부(540), 합성고속운동화상발생부(550), 및 합성수평운동화
상발생부(560)는 도 1에 보여진 입체영상생성부(140)를 구성한다.
    

도 5에 보여진 운동/정지화상결정부(500)의 동작을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운동/정지화상결정부(500)는 동벡터
필드를 분석하여 현재화상을 정지화상과 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도 6을 참조하면, 운동/정지화상결정부(500)
는 먼저 현재화상의 동벡터들(dx ,dy )중에서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이 모두 '0'인 매크로블록(동벡터가 (0,0)인 매크로
블록; 이하 '정지매크로블록'이라 함)들의 갯수 N0 를 계산하고(단계 600), 현재화상내 전체매크로블록들의 갯수 NM

B를 계산하여(단계 610), 화상내 전체매크로블록갯수 NMB 에 대한 정지매크로블록갯수 N0 의 비율 αs 를, 수학식 7을 
이용하여 구한다(단계 620). 그리고, 전술의 정지매크로블록은 MPEG부호화방식에서 적용된 'NO-MC' 매크로블록, 
즉 움직임보상(MC;Motion Compensation)이 수행되지 않은 매크로블록을 포함한다.

수학식 7

다음으로, 운동/정지화상결정부(500)는 단계 620에서 얻어진 α s 값이 임계값 TS 보다 크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
지화상으로 결정하고, 작으면 운동화상으로 결정한다(단계 630). 여기서, 임계값 T S =[0.0, 1.0]. 예를 들어, T S =0.
9로 설정되는 경우, 현재화상내의 정지매크로블록들의 영역이 전체영역의 90%이상이면 현재화상은 정지화상으로, 그
렇지 않으면 운동화상으로 결정된다. 단계 630의 판별결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정지화상이면 동벡터를 담고있는 
현재화상의 데이터는 합성정지화상발생부(530)로, 그리고 운동화상이면 수평/비수평운동화상결정부(510)로 입력된다.

도 5에 보여진 수평/비수평운동화상결정부(510)의 동작을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수평/비수평운동화상결
정부(510)는 정신물리학이론에 기반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비수평운동화상과 수평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한
다.

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정신물리학이론에 따르면, 영상이 수평방향으로만 운동하면 양안의 수평시차로 인한 영상의 깊
이감이 발생한다. 반면에, 비수평운동으로 인한 수직시차는 상동점이라 불리는 두 매칭점들간의 수직성분의 차이이다. 
이러한 수직시차는 양안이 영상을 퓨젼(fusion)하는 것을 매우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물리학
실험에 의하면, 영상의 퓨전이 가능한 수직시차의 크기는 적어도 최대수직퓨젼임계각 θv가 각도로는 10′(minutes 
of arc)이내이어야 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른 실험에 의하면, θ v는 각도로는 6′의 수직시차를 만족해야 하는데, 
영상의 퓨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θv가 20′로 되더라도 영상이 안정적으로 퓨전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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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계 700에서는, 6′내지 20′의 범위내의 임의의 값을 최대수직퓨전임계각(θ v)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θv

에 대응하는 디스플레이 모니터에서의 거리 LV 는 화상에서의 최대수직시차임계값이며, 도 8의 관계도에 관련된 수학식 
8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단계 710).

수학식 8

여기서, θv의 단위가분(minute)이므로 도(degree)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60으로 나누어야한다. 최대수직시차임계값 
LV 의 단위는 픽셀이다. D는 시청거리이고, 그 단위는 cm이다. N y 는 화상의 수직크기이고, 그 단위는 픽셀이다. Wy 는 
화상의 디스플레이 모니터에서의 수직길이이고, 그 단위는 cm이다.

화상의 비수평운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LV 가 단계 710에서 얻어지면, 현재화상내의 동벡터의 수직성분 d

y 의 크기가 LV 보다 큰 매크로블록(이하, '비수평매크로블록'이라 함)들의 갯수 NLV 를 계산하고(단계 720), 화상내 
전체매크로블록갯수 NMB 에 대한 비수평매크로블록갯수 NLV 의 비율 αv를, 수학식 9를 이용하여 구한다(단계 730).

수학식 9

수평/비수평운동화상결정부(510)는 단계 730에서 얻어진 현재화상의 비율 αv이 임계값 TV 보다 크면 현재화상의 운
동유형을 비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하고, 작으면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한다(단계 740).

αv및 TV 는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 및 비수평운동화상중의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실제의 입체영상에서 비수평으로 운동하는 조그만 물체도 입체감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화상내에서 비수평운동
매크로블록들의 갯수가 αv를 결정한다. 실험에 따르면, 카메라가 정지한 상태에서의 비수평물체운동이, 카메라가 운동
하고 있을 때의 비수평물체운동보다 사람의 눈을 더 피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화상내에서 정지영역과 
운동영역간의 시차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에 더 크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한 α v

의 임계값 TV 는, 카메라정지상태에서는 0.05로, 그리고 카메라운동상태에서는 0.15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계 740의 판별결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이면 동벡터를 담고 있는 현재화상의 데이터는 합성비수평
운동화상발생부(530)로 공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부(520)로 입력된다.

도 5에 보여진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부(520)의 동작을,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
부(520)는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움직임이 빠른 고속운동화상과 그렇지 않은 수평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먼저,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부(520)는 사람의 눈이 피로하지 않는 최대수평시차값을 결정한다. 정신물리학실험에 따
르면, 수평퓨젼임계각(θH )은 음의 시차(negative parallax 또는 crossed disparity)에서는 각도로 대략 27′이고, 
양의 시차(positive parallax 또는 uncrossed disparity)에서는 각도로 24′인 것으로, 그리고 약 2초의 시간간격 동
안의 인간시각의 수렴응답은 앞서의 시차값들(27′,24′)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음의 시차 및 양의 시차
의 개념은,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공지되었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인간의 입체시가 수렴할 수 있
는 수평퓨전임계각은, 음의 시차에서는 대략 4.93o이고,양의 시차에서는 1.57o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전술의 값들로 수평퓨젼임계각 θH 가 설정되고(단계 900), 그에 따라 디스플레이 모니터에서의 최대수평시차
임계값 LH 는 도 10의 관계도를 이용한 수학식 10에 의하여 구해진다(단계 910).

수학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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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사람의 눈과 스크린까지의 시청거리를 나타낸다. Nx 는 화상의 수평크기를 나타내고, Wx 는 화상의 디스플
레이 모니터에서의 수평길이를 나타내며, 그 단위는 ㎝이다.

그런데, 수학식 10으로 얻은 최대수평시차임계값(LH )은 사람의 눈이 피로감 없이 퓨전가능한 최대임계값이므로, 가중
치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화상의 고속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최대수평시차임계값은 전술
한 수평퓨전임계각들(1.57°,4.93°)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수학식 11을 이용하여 계산된다(단계 910).

수학식 11

여기서, 'ω1 +ω2 =1'이며, 두 가중치(ω1 ,ω2 )가 모두 1/2이면, 수학식 11에 의해 얻어지는 최대수평시차임계값(L H )
은 수평퓨전임계각들(1.57°,4.93°)에 대한 평균치가 된다.

다음으로,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부(520)는 수평운동하는 현재화상에서 영상의 퓨전을 어렵게 하는 고속운동부분(들)
을 결정한다. 이 결정방법은 정신물리학이론에 기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부(520)는 현재
화상내의 매크로블록별 동벡터들중에서 그 수평성분 dx 의 절대값이 수학식 11에서 구한 LH 보다 큰 매크로블록(이하, '
고속운동매크로블록'이라 함)들의 갯수 NLH 를 계산하고(단계 920), 화상내 전체매크로블록갯수 NMB 에 대한 고속운
동매크로블록갯수 NLH 의 비율 αH 를, 수학식 12를 이용하여 구한다(단계 930).

수학식 12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부(520)는, 단계 930에서 구해진 현재화상의 비율 α H 을 임계값TH 에 비교하며, 그 비교결과 
현재화상의 비율 αH 이 임계값 TH 보다 크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고속운동화상으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평
운동화상으로 결정한다(단계 940). 여기서, 임계값 T H 는 0.0과 1.0 사이에 있는 값이다.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부(520)는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고속운동화상이면 동벡터를 담고 있는 현재화상의 데이터를 
합성고속운동화상발생부(550)로 공급하고, 수평운동화상이면 합성수평운동화상발생부(560)로 공급한다.

    
다음으로, 도 5에 보여진 합성수평운동화상발생부(560)의 동작을,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수평/고속운
동화상결정부(520)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되면, 합성수평운동화상발생부(560)는 현재화
상으로부터 지연요소를 구하여 그에 대응하는 이전화상을 합성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한다. 다음으로, 수평운동화상인 
현재화상내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분석하며, 분석된 운동종류에 따라 수평운동화상인 현재화상 및 결정된 
이전화상을 각각 좌안 및 우안중의 어느쪽에 보여줄지가 적응적으로 결정된다.
    

도 11을 참조하면, 합성수평운동화상발생부(560)는 수평운동화상인 현재화상의 평균수평운동속도 또는 최대수평운동
속도를 계산한다(단계 1100). 평균수평운동속도는 현재화상내 동벡터의 수평성분 dx 값이 0이 아닌 모든 수평동벡터
성분의 절대값의 평균으로서, 수학식 13에 의해 구해진다.

수학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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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현재화상내에서 동벡터의 수평성분 dx 값이 0이 아닌 매크로블록들의 갯수이다. 최대수평운동속도 dxma

x 는 최대수평동벡터성분값으로, 수학식 14에 의해 구해진다.

수학식 14

다음으로, 합성수평운동화상발생부(560)는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지연화상, 즉 수평운동화상인 현재화상과 함께 입체
영상을 구성하는 이전화상을 결정한다(단계 1101). 단계 1101에서는 먼저, 최대수평운동값(dx max )과 최대수평시차
임계값(LH )을 비교하여 이전화상을 결정한다. 도 9의 단계 910에서 구한 L H 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
는, 이전화상(previous frame)들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연요소(delay factor)를 
계산한다.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는,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현재화상과 지연화상을 적절하게 좌
안(the left eye)과 우안(the right eye)에 보여주어야 하며, 그 지연화상은 현재화상으로부터 시간축상에서 이전에 
있는 K개의 이전화상들중의 하나로 선택된다. 이러한 지연화상의 결정을 위한 지연요소는, 현재화상의 평균수평운동속
도 또는 최대수평운동속도를 이용하여 구한다. 전자는 하나의 매크로블록이 입체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모든 수평시차가 최대수평시차임계값보다 작게 결정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최대수평운동속도에 근거하여 수평운동화상의 입체영상을 위한 이전화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화상을 Ik
로, 그리고 이전화상들을 Ik-n (n=1,2,…,∞)로 정의한다. 지연요소를 이용하여 현재화상의 수평운동속도가 빠르면, 
현재화상과 가까운 이전화상을 선택하고, 수평운동속도가 느리면 멀리 있는 이전화상을 선택한다. 지연요소 fD 는 수학
식 15에 의해 구해진다.

수학식 15

여기서, 수평운동화상의 최대수평운동값 dxmax 는 최대수평시차임계값 LH 보다 크지 않으므로 지연요소fDD 의 최소값
은 1이다. ROUND[ ]는 반올림연산자이다. 수평운동량이 적은 경우에는, 수학식 15의 분모값이 작아지므로 지연요소
fDD 의 값은 커진다.

이전화상의 저장을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메모리의 양은 유한하므로fDD 의 최대값은 K로 한다. 메모리에는 K개
의 이전화상들이 저장되며, K의 크기는 LH 에 근거하여 적응적으로 결정한다. 전술한 방법에 의해 지연요소fDD 가 구해
지면, 그 지연요소에 근거하여 입체영상의 구성에 사용되는 이전화상이 결정된다.

단계 1101이 완료되면, 합성수평운동화상발생부(560)는 수평운동하는 현재화상 I k과, 그에 대응하는 지연된 이전화
상 Ik-fD 으로 입체영상을 구성한다. 여기서, 현재화상이 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는 현재화상과 지연된 이전화상으로 입
체영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현재화상과 지연된 이전화상을, 현재화
상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에 따라 양안중의 어느쪽에 적응적으로 보여줄지가 결정된다. 이때,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하나로 결정되는 방식은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첫째 방식은 현재화상을 좌측화상으로, 그리고 이전화상
을 우측화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하,'모드 A'라 함)이고, 둘째 방식은 현재화상을 우측화상으로, 그리고 이전화상을 
좌측화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하,'모드 B'라 함)이다. 수평운동화상의 입체영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전술의 모드 A와 
모드 B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화상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에 따라 전술의 모드 A 또는 모드 B를 결정하는 방법을, 
도 11 및 도 12, 그리고, 표 2 내지 표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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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운동종류 카메라운동 물체운동 좌측화상 우측화상
① 우측 없음 이전화상 현재화상
② 좌측 없음 현재화상 이전화상
③ 없음 우측 현재화상 이전화상
④ 없음 좌측 이전화상 현재화상
⑤ 우측 우측 현재화상 이전화상
⑥ 우측 좌측 이전화상 현재화상
⑦ 좌측 좌측 이전화상 현재화상
⑧ 좌측 우측 현재화상 이전화상
⑨ 우측 좌우 이전화상 현재화상
⑩ 좌측 좌우 이전화상 현재화상

    
모드 A 또는 모드 B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화상의 동벡터필드에서 동벡터의 수평성분만을 이용하여 현재화상
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결정해야한다. 현재화상에서 존재하는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움직임은 표 2에
서 보여지는 10가지의 운동종류로 분류된다. 표 2에는, 각 운동종류에 따른 카메라운동 및/또는 물체의 운동방향이 있
고, 분류된 운동종류마다에 적응적으로 결정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이 보여졌다. 동벡터필드를 분석함에 따라 전술
한 10가지의 운동종류가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현재화상과 이전화상을 좌안/우안 또는 우안/좌안에 입체영상으로 디스
플레이하게 된다.
    

표 2의 운동종류를 다시 분류하면, 크게 모드 A 및 모드 B로 구분된다. 모드 A로 구분되는 경우들은, ② 카메라좌측운
동, ③ 물체우측운동 ⑤ 카메라우측운동 및 물체우측운동, 또는 ⑧ 카메라좌측운동 및 물체우측운동이다. 모드 A의 경
우들이 표 3에 보여졌다.

모드 B로 구분되는 경우들은, ① 카메라우측운동, ④ 물체좌측운동, ⑥ 카메라우측운동 및 물체좌측운동, ⑦ 카메라좌
측운동 및 물체좌측운동, ⑨ 카메라우측운동 및 물체좌우측운동, 또는 ⑩ 카메라좌측운동 및 물체좌우측운동이 있다. 
모드 B의 경우들이 표 4에 보여졌다.

[표 3]
운동종류 PDA(제 1방향) SDA(제 2방향) 카메라 운동 물체 운동
② + + 좌측 없음
③ 0 + 없음 우측
⑤-b - 0 우측 우측
⑤-c - + 우측 우측
⑧ + + 좌측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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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운동종류 PDA(제 1방향) SDA(제 2방향) 카메라 운동 물체 운동
① - - 우측 없음
④ 0 - 없음 좌측
⑥ - - 우측 좌측
⑦-a + - 좌측 좌측
⑦-b + 0 좌측 좌측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화상의 동벡터필드를 모드 A와 모드 B로 분류하는 결정요소를 찾는다. 각 운동종류의 동벡터필
드를 분석하면, 카메라운동과 관계없이 물체의 운동방향이 우측으로 진행되면 무조건 모드 A를 선택하고, 카메라운동
과 관계없이 물체의 운동방향이 좌측으로 진행되면 무조건 모드 B를 선택한다. 덧붙여, 카메라가 좌측운동상태이고 물
체의 운동이 없으면 모드 A를 선택하고, 카메라가 우측운동상태이고 물체의 운동이 없으면 모드 B가 선택된다.

한편, 현재화상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도 11의 단계 1102 내지 1112, 그리
고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1의 흐름도에서, 단계 1101에서 지연화상이 결정되면, 현재화상은 일차결정영역(Primary Decision Area; 이하, '
PDA'라 함)과 이차결정영역(Secondary Decision Area; 이하, 'SDA'라 함)으로 분할된다(단계 1102). 일차결정영
역(PDA)은 도 12에 보여진 전체화상영역에서 안쪽 사각형[τNX ,(1-τ)NX]×[τNy,(1-τ)Ny]을 제외한 영역이
고, 이차결정영역(SDA)은 [τNX ,(1-τ)Nx ]×[τNy,(1-τ)Ny]영역이다. τ값의 범위는 [0.0,0.5]에 있다. PDA
는 화상전체의 움직임(일례로, 배경의 움직임)에 관련된 카메라운동을 결정하고, SDA에서는 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운동을 결정한다.

카메라운동방향을 결정하는 PDA내 매크로블록들의 수평동벡터성분은 음의 부호, 영의 부호,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 
단계 1103에서 부호에 따라 PDA의 각 매크로블록의 수평운동성분이 분류된다. 다음에 음의 부호의 갯수, 영의 부호의 
갯수, 및 양의 부호의 갯수가 계산된다(단계 1104). 이 갯수들을 각각 PDA[0], PDA[1], PDA[2]로 정한다. PDA[0
], PDA[1], PDA[2]에서 가장 갯수가 많은 것을 PDA[i * ]라 정한다(단계 1105). 여기서, i * ∈{0,1,2}. i * 는 제 1방
향으로서, 표 3 및 표 4에서 사용할 PDA내에서의 운동방향을 '+','0','-'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이 결과는 나중에 단계 
1112에서 사용된다.

한편, SDA를 해석함으로써 화상의 물체 및/또는 카메라의 운동종류(물체만 운동, 카메라만 운동, 물체 및 카메라 모두 
운동)가 분석된다. 먼저 SDA내에 있는 매크로블록동벡터의의 수평성분의 부호를 분류한다(단계 1106). 다음에 음의 
부호의 갯수, 영의 부호의 갯수, 및 양의 부호의 갯수를 계산한다(단계 1107). 이러한 갯수들을 SDA[0], SDA[1], S
DA[2]로 정한다. 이들중에서 PDA[i * ]에 대응하는 SDA[i * ]를 제외한 나머지 2개중에서 가장 갯수가 많은 것을 선택
하고, SDA[j* ]라 정한다(단계 1108). j * 를 제 2방향으로 정한다. 또한 제 2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두개중에서 갯수가 
많은 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제 3방향으로 정할 수도 있다.

SDA에는 카메라 및 물체의 운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방향에 대한 정확성이 조사된다. 제 2방향은 초
기에 물체운동으로 가정된다. 다음 단계는 제 2방향이 물체운동에 의한 방향인지, 또는 카메라운동에 의한 방향인지를 
결정해야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SDA내에서의 제 1방향과 제 2방향에 있는 갯수들의 비율 γ SDA 은 수학식 16에 의해 계산된다(단계 1111).

수학식 16

둘째, SDA내의 수평거리 [τNx ,(1-τ)Nx ]에서 수평운동성분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때의 평방편차 σU
2 과 제 2

방향에 있는 수평운동성분의 화상내에서의 수평 위치값들의 평방편차 σSDA
2 (단계 1109에서 계산)의 비율 γσ 이, 

수학식 17을 이용하여 계산된다(단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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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7

단계 1111에서 구한 γSDA 가 임계값 Tγ 보다 크고, 단계 1110에서 구한 γσ 가 1보다 크면 제 2방향은 변경없고, 그
렇지 않으면 제 2방향은 제 3방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제 2방향이 '+'(우측운동)을 가리키거나, 제 1방향이 '-'(좌
측 운동) 및 제 2방향이 '0'(정지상태)을 가리키면 표 3에 근거하여 모드 A가 선택되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표 4에 근
거하여 모드 B가 선택된다(단계 1112).

수평운동화상의 경우, 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에 따라 모드 A 또는 모드 B가 전술한 바와 같이 결정
되면, 현재화상 및 지연된 이전화상은 좌/우측화상결정부(150)에서 양안에 적절히 입체영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도 5에 보여진 합성비수평운동화상발생부(540)의 동작을 도 13 및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수평/비수평운동화상
결정부(510)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되면, 합성비수평운동화상발생부(540)는 비수평운
동화상인 현재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유형에 따라 적응적으로 입체영상을 생성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합성비수평운동화상발생부(540)는, 먼저 전술의 수평운동화상의 경우에 설명된 방법에 근거하여, 
비수평운동화상인 현재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판단한다.

    
단계 1300에서, 비수평운동화상인 현재화상이 카메라와 물체가 모두 운동하는 화상인 것으로 결정되면, 도 11의 단계 
1105에서 얻어지는 제 1방향을 카메라운동방향으로 정하고(단계 1301), 카메라운동방향과 반대인 정지 또는 운동 매
크로블록들을 추출한다(단계 1302). 다음으로, 카메라운동방향을 갖는 매크로블록들에는 동일한 양의(positive) 시차
값을 주고, 다른 매크로블록들은 영(0)의 시차를 갖게 한다(단계 1303). 즉 현재화상내 매크로블록들은 영의 시차 또
는 임의의 값의 양의 시차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결정된 시차값만큼 매크로블록을 수평이동시켜(단계 1309) 비수평
운동화상에 대한 합성화상을 생성한다(단계 1310).
    

단계 1300 및 단계 1304에서, 비수평운동화상인 현재화상이 카메라는 정지상태이고 물체만 운동하는 화상으로 결정되
면, 정지상태인 매크로블록들에는 동일한 양의 시차를 주고, 운동 매크로블록들에는 영(0)의 시차를 준다(단계 1305). 
그리고, 결정된 시차값만큼 매크로블록을 수평이동시켜(단계 1309) 비수평운동화상에 대한 합성화상을 생성한다(단계 
1310).

단계 1300 및 단계 1304에서, 비수평운동화상인 현재화상이 물체는 운동하지 않고 카메라만 운동하는 화상으로 결정
되면, 카메라의 수평운동성분의 부호와 다른 동벡터를 수정하며(단계 1306), 정확한 동벡터를 얻기 위해 에지(edge)
정보를 이용한다. 단계 1307에서 매크로블록의 에지방향이 결정된다. 이를 도 14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카메라운동방향이 좌측인지 또는 우측인지는 도 11의 단계 1105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매크로블록의 수
평동벡터성분이 카메라운동방향과 다른 경우에는 동벡터를 수정한다. 예를 들면, 현재화상내 임의의 매크로블록 MB(
n1 , n2 )의 동벡터가 카메라운동방향과 다르면 해당 매크로블록 MB(n1 , n2 )의 동벡터를 이전매크로블록 MB(n1 -1,
n2 )의 동벡터값으로 대체한다. MB(n1 +1,n2 )는 구현의 어려움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2) 현재화상내의 각 매크로블록에서 에지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도 14에 보여진 5종류의 방향필터를 사용한
다. 실제 매크로블록의 크기는 16 ×16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8 ×8크기로 가정한다. 먼저 T5를 이용하여 매크로
블록에 에지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매크로블록내의 픽셀값의 평방편차가 임계값 T보다 크면 에지가 존재하고, 그
렇지 않으면 에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지가 존재하면 T1, T2, T3, T4에서 평방편차를 구하여 가장 최소값을 갖는 
필터의 에지방향을 해당 매크로블록의 에지방향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현재화상내의 각 매크로블록은 비-에지(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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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MB 및 에지 MB로 분류되며, 에지 MB는 에지방향을 갖는다. 수직에지는 입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에
지매크로블록으로는 이것의 바로 위 매크로블록 스캔라인에 있는 3개의 매크로블록들중에서 에지방향을 가지는 에지매
크로블록을 이용한다.
    

3) 카메라운동에서는 현재화상은 이전화상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운동시차를 구할 때에는 이전 매크로
블록의 동벡터를 고려한다.

단계 1308에서는 동벡터가 시차로 변환되고, 개선된 시차값이 계산된다. 추출한 각 매크로블록의 동벡터는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벡터의 수직성분은 입체영상을 시청할때 깊이감 상실로 인한 눈의 피로를 야기
한다. 그러므로, 동벡터의 수직성분을 없애기 위해 동벡터를 수평시차값으로 변환한다.

동벡터의 시차변환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매크로블록의 동벡터가 얻어지면 수직운동성분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동벡터의 놈(norm) d MB 을 수학식 18을 이용하여 구한다.

수학식 18

여기서, dx 와 dy 는 매크로블록 동벡터의 수평 및 수직 성분이다.

또는,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수학식 19를 이용할 수도 있다.

수학식 19

또한, 수평성분만을 고려하여 수학식 20을 이용할 수도 있다.

수학식 20

여기서, 수학식 20은 연산량을 최대로 줄일 수 있다.

음의 시차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매크로블록을 오른쪽으로 수평이동시켜 왼쪽 화상을 합성한다. 양의 시차에선 입체영
상을 시청할 때 스크린에서 후면으로 3-D 깊이감이 발생한다. 양의 시차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의 수평시차는 수학식 
21을 이용하여 구한다.

수학식 21

여기서, MAX(dMB )는 미리 정해진 값 또는 각 화상의 매크로블록의 운동 놈의 최대치로 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단계 1308에서, 에지를 이용하여 개선된 시차값은 수학식 22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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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2

여기서, δ는 (n1 ,n2 )의 매크로블록과 (n1 -i,n2 -1)에 있는 매크로블록간의 에지방향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이다. δ
값은, 에지방향차이가 0도이면 1, 45도이면 1/2, 90도이면 0이다. 또는 δ값은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도 있다. w 1 ,w

2 는 (n1 ,n2 )에 있는 현재 매크로블록 및 이전화상의 (n 1 ,n2 )에 있는 매크로블록들간의 시차값에 대한 가중치이며, 임
의로 정한다. MBk는 k번째 화상의 매크로블록을 의미한다. 수학식 22에 의해 개선된 시차값이 구해지면, 그 시차값만
큼 매크로블록을 수평이동시켜(단계 1309), 비수평운동화상의 입체영상을 위한 합성화상을 생성한다(단계 1310).

도 5에 보여진 합성고속운동화상발생부(550)의 동작을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수평/고속운동화상결정부(520)에
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고속운동화상으로 결정되면, 합성고속운동화상발생부(550)는 고속운동화상에 대응하는 입
체영상을 위한 합성화상을 생성한다.

도 15를 참조하면, 합성고속운동화상발생부(550)는 현재화상의 바로 이전화상을 추출한다(단계 1500). 추출된 이전
화상은 단계 1504에서 사용된다. 다음으로, 현재화상의 모든 매크로블록들중에서 최대수평시차임계값 LH 보다 큰 동벡
터수평성분을 갖는 매크로블록들, 즉 고속운동매크로블록들을 추출하고(단계 1501), 추출된 고속운동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수평성분을 LH 로 대체한다(단계 1502). 다음으로, 그 L H 값만큼 해당 매크로블록을 수평이동한다(단계 1503). 
수평이동된 매크로블록과 단계 1500에서 추출된 이전화상을 합성하여(단계 1504), 고속운동화상의 입체영상을 위한 
합성화상을 생성한다.

도 5에 보여진 합성정지화상발생부(530)의 동작을 도 1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운동/정지화상결정부(500)에서 현재
화상의 운동유형이 정지화상으로 결정되면, 합성정지화상발생부(530)는 정지화상내의 소정 각 블록의 밝기 및/또는 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위한 합성화상을 생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합성정지화상발생부(530)는 먼저 현재화상인 정지화상이 컬러화상이면 그레이레벨화상(gray le
vel picture)으로 변환하고(단계 1600), 이를 N ×N 블록으로 분할한다(단계 1610). 다음에는, 그레이레벨화상내 각 
블록에 대해 평균밝기(μ) 및 표준편차(σ)를 계산한다(단계 1620). 이때, 각 블록에 대한 평균밝기(μ)는 수학식 2
3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수학식 23

여기서, N은 블록의 크기이고, f(i,j)는 해당 픽셀의 그레이레벨값이다.

또한, 각 블록에 대한 표준편차(σ)는 수학식 24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수학식 24

단계 1620이 수행되면, 현재화상내 모든 블록들에 대한 최소평균밝기(μmin ), 최대평균밝기(μmax ), 최소표준편차(
σmin ), 및 최대표준편차(σmax )를 구한다(단계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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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620 및 1630이 끝나면, 수학식 25a 내지 25f를 이용하여, 평균밝기(μ), 표준편차(σ), 최소평균밝기(μ min ), 
최대평균밝기(μmax ), 최소표준편차(σmin ), 및 최대표준편차(σmax ) 각각에 대하여 정규화된(normalized) 값을 
구한다(단계 1640).

수학식 25a

수학식 25b

수학식 25c

수학식 25d

수학식 25e

수학식 25f

여기서, σmax
N 의 최대값은 1.0으로 정한다. 그리고, MAX(σ)는 픽셀값이 [0,255]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의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의 표준편차로서, 수학식 26을 이용하여 구한다.

수학식 26

다음으로, 수학식 27a 및 수학식 27b을 이용하여 각 블록의 정규화된 평균밝기(μ N ) 및 정규화된 표준편차(σN )를, 
대응하는 깊이값들(Dμ ,Dσ )로 변환한다(단계 1650).

 - 19 -



등록특허 10-0334722

 
수학식 27a

수학식 27b

여기서, A1 ,B1 ,A2 ,B2 는 각각 수학식 28a 내지 수학식 28d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수학식 28a

수학식 28b

수학식 28c

수학식 28d

단계 1650이 끝나면, 수학식 29를 이용하여 D μ 와 Dσ 를 통합한 깊이값(D)을 계산한다(단계 1660).

수학식 29

여기서, D 및 ω는 각각 0.0과 1.0 사이의 값이다. 이에 따라, 각 블록마다에서 해당 블록의 밝기가 클수록 대응하는 깊
이값은 크게 할당되고, 밝기가 어두울수록 대응하는 깊이값은 작게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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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단계 1660에서 얻어진 깊이값(D)을 수학식 30을 이용하여 수평시차값(px)으로 변환한다(단계 1670).

수학식 30

단계 1670에서 수평시차값(px)이 얻어지면, 각 블록을 대응하는 수평시차값(px)만큼 수평이동시켜 정지화상의 입체
영상의 위한 합성화상을 생성한다(단계 1680).

    
도 1의 좌/우측화상결정부(150)는 입체영상생성부(140)로부터 현재화상 및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현재화상을 입체영
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고, 합성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한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수신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이면, 표 2 내지 표 4에 관련하여 설명된 방법에 따라 모드 A 또는 
모드 B를 결정한다. 그리고, 수신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이 아닌 운동유형들에서는, 수신된 현재화상을 
좌측화상으로, 합성화상을 우측화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의 이전화상저장부(16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입체영상생성부(140)의 합성화상발생에 필요한 복원된 이전화상들
을 저장하며, 현재화상보다 이전에 있는 K개의 화상들을 저장한다. 새 화상이 저장되면, 이전화상저장부(160)내에 가
장 먼저 저장된 이전화상은 없어진다.

도 1의 DAC(170, 180)는 좌/우측화상결정부(150)에서 출력되는 좌/우측화상데이터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하
여 디스플레이용 버퍼(미도시)에 저장한다.

전술한 과정을 거쳐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되는 입체영상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입체영상과 동기시켜 주는 입체안경이 필
요하다.

한편, 도 1의 실시예로부터 개선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가 도 17 내지 도 21에 보여졌다. 도 17의 실시예
는, 도 1의 장치에 유기적으로 더 결합되는 운동유형재결정부(190)에 의해,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입체영상들간의 화상 
떨림 또는 진동을 월등하게 더 감소시킨다. 도 17의 구성들중, 도 1과 동일한 부호 및 명칭으로 표기된 구성들은, 도 1
의 대응하는 그것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7에 보여진 운동유형재결정부(190)는, 이전화상의 운동유형 및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의 조합에 기초하여, 운동유
형결정부(130)에 1차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적응적으로 재결정한다. 그리고, 입체영상생성부(140) 및 
좌/우측화상결정부(150)는 각각 운동유형재결정부(190)에서 재결정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에 근거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입체영상을 생성하고 좌/우측화상을 결정한다.

도 18을 참조하면, 도 17의 운동유형재결정부(190)는, 먼저 이전화상의 운동유형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비교한다
(단계 1800). 여기서, 이전화상은 현재화상과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직전의 이전화상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서 고
려되는 화상의 운동유형은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및 수평운동화상으로 분류되며, 여기서의 수평운동화상은 운동유
형결정부(130)에서 고려된 고속수평운동화상 및 수평운동화상을 포괄한다.

단계 1800의 비교결과, 두 화상의 운동유형이 서로 다르면 운동유형재결정부(190)는 이종운동유형결정알고리즘에 따
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재결정하고(단계 1810), 두 화상의 운동유형이 서로 같으면 동종운동유형결정알고리즘에 
따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재결정한다(단계 1820).

    
단계 1810에 관련하여,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적응적으로 재결
정하는 방법을, 도 19 및 도 20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운동유형재결정부(190)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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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화상의 운동유형은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및 수평운동화상의 세가지이다. 그러므로,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정지화상인 경우에는,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비수평운동화상 또는 수평운동화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현재화상의 운동
유형은 수정되지 않는다. 다른 두가지 경우들은, 운동유형결정부(130)에서 현재화상의 각 운동유형결정에 사용된 임계
치들을, 이전화상 및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의 각 조합(combination)에 따라 적응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
형을 재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전화상과 현재화상간의 상관성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이전화상
의 운동유형으로 수정함으로써, 입체영상의 시청시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입체영상들간의 흔들림을 감소시킨다.
    

다음으로,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는,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정지화상 또는 수평운동화상이 
되며, 도 19에 보여진 알고리즘에 따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적응적으로 재결정된다.

도 19를 참조하면, 먼저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으로 판별되고(단계 1900), 운동/정지화상결정부(50
0)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정지화상으로 1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별되면(단계 1910), 운동유형재결정부(190)
는 수학식 7에 따른 현재화상의 비율 αS 의 크기를, 새로이 조정된 임계값 'TS +δS'와 비교한다(단계 1920). 여기서, 
δS =[0,1-TS ]의 값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새로이 조정된 임계값(TS +δS )은 1차결정시의 임계값(TS )보다 적절히 
상향조정된다. 단계 1920의 비교결과, 현재화상으로부터 얻어진 α S 의 크기가 상향조정된 임계값(TS +δS )보다 작지 
않으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불변(정지화상)으로 결정되고(단계 1930), 작으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인 비수평운동화상으로 재결정된다(단계 1940).

한편, 단계 1900 및 1910에서,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이고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으로 
판별되면, 운동유형재결정부(190)는 수학식 9에 따른 현재화상의 비율 α V 의 크기를, 새로이 조정된 임계값 'TV -δ

V '과 비교한다(단계 1950). 여기서, δV =[0,TV ]의 값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새로이 조정되는 임계값(TV -δV )은 
1차결정시의 임계값(TV )보다 적절히 하향조정된다. 단계 1950의 비교결과,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αV 의 크기가 하향
조정된 임계값(TV -δV )보다 크지 않으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불변(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되고(단계 1930), 크
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인 비수평운동화상으로 재결정된다(단계 1940).

그러므로, 단계 1940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으로 재결정되는 경우들에서는, 현재화상의 운동벡터
필드는 이전화상의 운동벡터필드로 대체되고, 현재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는 이전화상의 그것들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입체영상생성부(140)에서는 비수평운동화상에 대응하는 입체영상이 생성된다.

한편,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는,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정지화상 또는 비수평운동화상이 되며, 
도 20에 보여진 알고리즘에 따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적응적으로 재결정된다.

도 20을 참조하면, 먼저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으로 판별되고(단계 2000), 운동/정지화상결정부(500)
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정지화상으로 1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별되면(단계 2010), 운동유형재결정부(190)는 
수학식 7에 따른 현재화상의 비율 αS 의 크기를 새로이 조정된 임계값 '(TS +δS )'과 비교한다(단계 2020). 여기서, 
δS =[0,1-TS ]의 값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새로이 조정되는 임계값(TS +δS )은 1차결정시의 임계값(TS )보다 적절
히 상향조정된다. 단계 2020의 비교결과, 현재화상으로부터 얻어진 α S 의 크기가 상향조정된 임계값(TS +δS )보다 
작지 않으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불변(정지화상)으로 결정되고(단계 2030), 작으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이전화
상의 운동유형인 수평운동화상으로 재결정된다(단계 2040).

한편, 단계 2000 및 2010에서,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이고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으로 
판별되면, 운동유형재결정부(190)는 수학식 9에 따른 현재화상의 비율 α V 의 크기를, 새로이 조정된 임계값 'TV +δ

V '과 비교한다(단계 2050). 여기서, δV =[0,TV ]의 값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새로이 조정되는 임계값(TV +δV )은 
1차결정시의 임계값(TV )보다 적절히 상향조정된다. 단계 2050의 비교결과,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αV 의 크기가 상향
조정된 임계값(TV +δV )보다 작지 않으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불변(비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되고(단계 2030), 
작으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인 수평운동화상으로 재결정된다(단계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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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단계 2040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으로 재결정되는 경우들에서는, 현재화상의 지연요소 
fd는 이전화상의 지연요소 fd로 대체되고, 또한 현재화상의 모드(모드 A 또는 모드 B)는 이전화상의 그것으로 대체된
다. 이에 따라 입체영상생성부(140)에서는 대체된 지연요소 f d에 대응하는 이전화상이 선택되고, 좌/우측화상결정부에
서는 대체된 모드에 따라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가 결정된다.

도 21은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재결정하는 방법을 개략적으
로 보여준다. 도 21을 참조하면,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모두 정지화상이면(단계 2100), 현재화상의 운동
유형은 불변(정지화상)이다(단계 2110).

    
다음으로,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모두 비수평운동화상이면(단계 2120), 운동유형재결정부(190)는 현재
화상인 비수평운동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재결정한다(단계 2130). 비수평운동화상내에는 카메라 
및 물체의 운동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물체만 운동하는 경우, 카메라만 운동하는 경우의 세가지 운동종류가 있다. 이러
한 비수평운동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재결정하는 방법을 도 12에 보여진 PDA와 SDA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PDA내에서는 수학식 31에 따른 값을 계산한다.
    

수학식 31

여기서, 'm≠n≠l'이다. 그리고, 도 12에 관련하여 설명된 PDA[0], PDA[1], PDA[2]중에서 가장 갯수가 많은 것을 
PDA[l]로 정하고 나머지 두가지 경우들(PDA[m],PDA[n])중에서 다음으로 갯수가 많은 것을 취하여 수학식 31을 계
산한다. 다음으로, 수학식 31에 따라 계산된 비율 γPDA 의 값이 임계값 TPDA 보다 작으면, 전술의l값은 이전화상의l
값으로 대체된다. 여기서, TPDA =[0.0, 1.0]

PDA에서와 마찬가지로, SDA내에서는 수학식 32에 따른 값을 계산한다.

수학식 32

여기서, 'q≠r≠p'이다. 그리고, SDA[0], SDA[1], SDA[2]중에서 가장 갯수가 많은 것을 SDA[p]로 정하고 나머지 
두가지 경우들(SDA[q],SDA[r])중에서 다음으로 갯수가 많은 것을 취하여 수학식 32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수학식 
32에 따라 계산된 비율 γSDA 의 값이 임계값 TSDA 보다 작으면, 전술의p값은 이전화상의p값으로 대체된다. 여기서, 
TSDA =[0.0, 1.0]

전술한 방식에 의하여 얻어진l과p값을 이용하여, 운동유형재결정부(190)는 현재화상인 비수평운동화상내의 카메라 및
/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재결정한다. 재결정된 운동종류는 입체영상생성부(140)에서 현재화상인 비수평운동화상에 
대응하는 입체영상의 생성에 사용된다.

도 21의 흐름도에서,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모두 수평운동화상이면(단계 2140), 운동유형재결정부(190)
는 수평운동화상에 대응하는 입체영상에 이용되는 지연요소 및 모드(모드 A 또는 모드 B)를 재결정한다.

먼저, 현재화상인 수평운동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재결정하기 위하여, 전술의 단계 2130에서와 
같은l과p값을 구하고, 이를 표 2 내지 표 4에 적용하여 모드 A 또는 모드 B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모드는 좌/우
측화상결정부(150)에서 수평운동화상에 대응하는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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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전화상과 현재화상간의 지연요소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학식 33 또는 수학식 34를 이용하여, 수
평운동화상인 현재화상의 입체영상생성에 사용될 지연요소 fd를 이전화상의 지연요소와 현재화상의 지연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구한다.

수학식 33

수학식 34

수학식 33 및 34에서, 최대수평시차임계값 L H 는 수학식 11을 이용하여 구한다. dx max (k)는 현재화상의 최대수평운
동속도이고, dxmax (k-1)은 이전화상의 최대수평운동속도이다. 그리고, 가중치들인 ω및 (1-ω)는 적절하게 정해진
다.

그러므로, 전술한 운동유형재결정부(190)에 의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이전화상 및 현재화상의 각 운동유형의 조합
에 따라 적응적으로 재결정되며, 그에 따른 입체영상의 생성 및 좌/우측화상결정에 의해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입체영상
들간의 흔들림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입체영상생성방법 및 그 장치를 이용하면 화상의 다양한 운동유형에서도 자연스럽고 안정된 입
체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발명은 부호화된 MPEG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입체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입체영상생성을 위한 알고리즘 및 시스템의 복잡도가 월등하게 단순화된다.

한편, 도 1에 점선으로 표기된 MPEG 복호기(200)는 부호화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압축부호화되기 이전의 원래의 영
상을 복원하여 이전화상저장부(160)로 공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MPEG 복호기의 상세 구성 및 동작은,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자명하게 이해될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도 1 및 도 17의 실시예는 MPEG-규격으로 부호화된 영상데이터에 적용하였으나, MPEG-규격
과 다른 부호화방식들로 부호화된 영상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며 이 또한 본 발명의 기술범위내에 속함은, 본 발
명의 기술적 사상 및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잘 이해한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자명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안된, 화상의 다양한 운동유형에 적응적으로 안정된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및 그 장치는, MP
EG 부호화된 데이터 뿐만 아니라, NTSC/PAL/SECAM 등의 아날로그방식의 영상신호에도 적용가능하며 이 또한 본 
발명의 기술범위에 속함은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자명하다.

한편, 본 발명의 기술범위내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수의 변형된 실시예들이 도출가능함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바
람직한 실시예들을 잘 이해한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화상의 소정의 운동해석방법을 이용하여 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수평운동화상 및 고
속운동화상중의 하나로 분류하며, 분류된 화상의 각 운동유형에 최적의 입체영상을 생성함으로써, 화상의 다양한 운동
유형에서도 자연스럽고 안정된 입체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발명은 MPEG부호화된 데이터로부터 동벡터를 
추출 및 생성하여 입체영상을 효율적으로 생성함으로써, 입체영상생성을 위한 알고리즘 및 시스템의 복잡도를 월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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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시킨다. 본 발명은 MPEG을 이용하는 MPEG-2 HDTV, MPEG-2 DVD Player, MPEG-1 Video CD 등에 적
용하여 입체영상을 시청케 할 수 있고, MPEG을 이용하지 않는 NTSC/PAL/SECAM방식에 따른 영상신호를 위한 TV, 
VCR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입체영상생성장치를 의료영상화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의료영
상을 입체영상으로 판독케 함으로써 그 진단효율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데이터로부터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상기 영상데이터에 따른 각 화상내의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수
평운동화상 및 고속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단계;

(2) 상기 영상데이터에 따른 이전화상들 및 상기 결정된 운동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
고, 현재화상 및 그 합성화상을 출력하는 단계; 및

(3) 상기 출력되는 현재화상 및 그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제 (1)단계에서 결정된 운동유형에 따라 현재화상을 입체영
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고 합성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2.

I, B 및 P화상들(pictures)을 담고있는 MPEG부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영상(stereoscopic image)을 생성하
는 방법에 있어서,

(1) 상기 부호화된 화상데이터를 입력받아, 각 화상내의 매크로블록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동벡터들을 생성하여 저
장하는 단계;

(2) 상기 부호화된 화상데이터로부터 복원되는 화상을 K개만큼 저장하는 단계;

(3) 제 (1)단계에서 저장된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운동유형을 결정하는 단계;

(4) 제 (2)단계에서 저장된 이전화상들 및 제 (3)단계에서 결정된 운동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
상을 생성하고, 현재화상 및 합성화상을 출력하는 단계; 및

(5) 제 (4)단계에서 출력되는 현재화상 및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제 (3)단계에서 결정된 운동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
상을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고 합성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화상데이터를 담고있는 비트스트림을 구문분석하여 I, P, B화상의 데이터를 추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각 화상의 
매크로블록별로 동벡터를 추출 및 생성하여 대응하는 화상의 동벡터필드를 구성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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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추출되는 화상데이터가 B화상의 데이터인 경우, 그 화상데이터에 포함된 동벡터를 매크로블록별로 추출하여 이를 
예측부호화시에 적용된 화상간격(M)을 고려하여 스케일링하며, 동벡터를 갖지 않는 매크로블록에 대해서는 보간기법
을 적용하여 해당 매크로블록의 동벡터를 구하며,

상기 스케일링된 동벡터 및 보간된 동벡터로 B화상의 동벡터필드를 구성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추출되는 화상데이터가 P화상의 데이터인 경우, 그 화상데이터에 포함된 동벡터를 매크로블록별로 추출하고 이를 
예측부호화시에 적용된 I/P화상과 P화상간의 간격(M)을 고려하여 스케일링하며, 동벡터를 갖지 않는 매크로블록에 대
해서는 보간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매크로블록의 동벡터를 구하며,

상기 스케일링된 동벡터 및 보간된 동벡터로 P화상의 동벡터필드를 구성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6.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추출되는 화상데이터가 I화상의 데이터인 경우, I화상의 이전
에 역방향예측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B화상의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상기 I화상의 동벡터를 구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I화상의 동벡터는 I화상내의 각 매크로블록과 대응하는 상기 B화상의 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를 
이용하여 구하며,

상기 B화상의 대응위치 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들 및 그 동벡터들의 전체방향을 모두 고려하는 제 1방식과, 상기 대응
위치 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들만을 고려하는 제 2방식, 및 상기 대응위치 매크로블록들의 면적만을 고려하는 제 3방식
중의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I화상의 동벡터를 구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8.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는, 제 (1)단계에서 저장된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수평운동화상 및 고속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9.

제 1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수평운동화상 및 고속운동화상
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방법은,

현재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상기 각 운동유형에 대응하는 운동특성을 갖는 매크로블록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결정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화상의 운동유형결정방법은,

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현재화상내 정지매크로블록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
지화상과 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제 1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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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최대수직퓨전임계각과 최대수직시차임계값에 근거하는 현재화상내 비수평매크로블록
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비수평운동화상과 수평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제 2의 
방법과,

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최대수평시차임계값에 근거하는 현재화상내 고속운동매크로블록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고속운동화상과 수평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제 3의 방법중의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1.

제 1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정지화상으로 결정되면,

정지화상내의 소정 각 블록의 밝기 및/또는 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깊이정보를 다르게 할당하고, 이를 수평시차로 변
환하여 상기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2.

제 1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되면,

비수평운동화상내에서 카메라 및 물체가 모두 운동하는 경우에는, 카메라운동방향과 동일한 매크로블록들과 그렇지 않
은 매크로블록들간에 시차값을 다르게 할당하여 상기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며,

비수평운동운동화상내에서 물체만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매크로블록들과 정지매크로블록간에 시차값을 다르게 할당
하여 상기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며,

비수평운동화상내에서 카메라만 운동하는 경우에는, 현재매크로블록의 에지특성에 따라 주변의 적어도 하나의 에지매
크로블록들 및 이전화상의 매크로블록의 동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매크로블록에 대응하는 시차값을 구해 상기 현재화상
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3.

제 1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고속운동화상으로 결정되면,

현재화상내의 고속운동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를 최대수평시차값으로 변환하여 그 최대수평시차값만큼 수평이동시키고, 
이를 직전의 이전화상에 합성하여 상기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4.

제 1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되면,

최대수평시차임계값, 및 현재화상내 동벡터들의 평균수평운동속도 또는 최대수평운동속도에 근거하는 이전화상을 상기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으로 발생하며,

수평운동화상내의 상기 수평운동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면 시간적으로 가까운 이전화상을, 그리고 상기 수평운동속도
가 상대적으로 느리면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이전화상을 선택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5.

제 1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운동유형에 따라 입체영상의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을 결정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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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이 아닌 운동유형들에서는 제 1모드를 선택하며,

상기 결정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는 그 수평운동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에 
따라, 제 1모드 및 제 2모드중의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며,

상기 제 1모드는 현재화상을 좌측화상으로 그리고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우측화상으로 결정하는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
모드이고, 상기 제 2모드는 현재화상을 우측화상으로 그리고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좌측화상으로 결정하는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모드인,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는,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된 현재화상의 동벡터필드를 분석하여, 수평운동화상내에서 카메라만 좌측으로 운동하는 경우, 
물체만 우측으로 운동하는 경우, 카메라 및 물체가 모두 우측으로 운동하는 경우, 카메라는 좌측으로 운동하고 물체는 
우측으로 운동하는 경우들에서는 상기 제 1모드를 선택하며,

수평운동화상내에서 카메라만 우측으로 운동하는 경우, 물체만 좌측으로 운동하는 경우, 카메라는 우측으로 운동하고 
물체는 좌측으로 운동하는 경우, 카메라 및 물체가 모두 좌측으로 운동하는 경우, 카메라는 우측으로 운동하고 물체는 
좌우측으로 운동하는 경우, 카메라는 좌측으로 운동하고 물체는 좌우측으로 운동하는 경우들에서는 상기 제 2모드를 선
택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는,

현재화상을 테두리영역인 제 1영역 및 중심영역인 제 2영역으로 양분하고, 제 1영역 및 제 2영역 각각에 속하는 매크
로블록들의 수평동벡터방향들과 그 갯수, 및 그 분포도에 근거하여, 현재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결정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8.

제 1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수평운동화상 및 고속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입체영상들간의 화상 흔들림을 월등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화상 및 그 이전화상의 각 운동유형의 조합에 기초하여, 상기 결정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적응적으로 재결정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재결정단계에서 고려되는 화상의 운동유형은,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및 수평운동화상의 
세 운동유형으로 분류되고, 여기서 수평운동화상은 상기 최초 결정시에 고려된 고속운동화상 및 수평운동화상을 포함하
며,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정지화상이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에 상관없이 상기 최초에 결정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변
경하지 않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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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의 최초 결정시에 사용된 임계치들을 이전화상 및 현재화상의 각 운동유형의 조합에 따라 적응적
으로 재조정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재결정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모두 비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는, 비수평운동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
종류를 재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입체영상을 생성하며,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모두 수평운동화상인 경우에는, 이전화상 및 현재화상 둘 다의 수평운동속도를 고려
하여 입체영상을 위한 이전화상을 결정하며, 수평운동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를 재결정하고 이에 근
거하여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모드를 결정하는, 입체영상생성방법.

청구항 22.

영상데이터로부터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영상데이터에 따른 각 화상내의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수평운
동화상 및 고속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운동유형결정수단;

상기 영상데이터에 따른 이전화상들 및 상기 결정된 운동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고, 
현재화상 및 그 합성화상을 출력하는 입체영상생성수단; 및

상기 입체영상생성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현재화상 및 그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결정된 운
동유형에 따라 현재화상을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고 합성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하는 좌/우측화상결정부를 포함하는, 입체영상생성장치.

청구항 23.

I, B 및 P화상들(pictures)을 담고있는 MPEG부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영상(stereoscopic image)을 생성하
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된 화상데이터를 입력받아, 각 화상내의 매크로블록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동벡터들을 생성하여 저장하
는 동벡터생성및저장수단;

상기 동벡터생성및저장수단에 공급되는 화상데이터로부터 복원되는 화상을 K개만큼 저장하는 화상저장부;

상기 동벡터생성및저장수단에 저장된 동벡터들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운동유형을 결정하는 운동유형결정수
단;

상기 화상저장부에 저장된 이전화상들 및 결정된 운동유형을 이용하여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생성하고, 현재
화상 및 합성화상을 출력하는 입체영상생성수단; 및

상기 입체영상생성수단으로부터 현재화상 및 합성화상을 수신하며,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결정된 운동유형을 이
용하여, 현재화상을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좌측화상 및 우측화상중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고 합성화상을 다른 한쪽으로 
결정하는 좌/우측화상결정부를 포함하는, 입체영상생성장치.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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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동벡터생성및저장수단은,

상기 MPEG부호화된 데이터로부터 각 I, B, P화상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화상추출부;

상기 화상추출부로부터의 B화상의 부호화된 데이터로부터 B화상의 각 매크로블록별로 동벡터를 추출 및 생성하는 B화
상동벡터생성부;

상기 화상추출부로부터의 P화상의 부호화된 데이터로부터 P화상의 각 매크로블록별로 동벡터를 추출 및 생성하는 P화
상동벡터생성부;

상기 B화상동벡터생성부에서 생성된 B화상의 동벡터를 이용하여 I화상의 동벡터를 생성하는 I화상동벡터생성부; 및

상기 B화상동벡터생성부, P화상동벡터생성부, I화상동벡터생성부로부터 각각 입력되는 동벡터들로부터 대응하는 각 화
상의 동벡터필드를 구성하는 동벡터필드구성부를 포함하는, 입체영상생성장치.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은,

상기 동벡터생성및저장수단에서 생성된 현재화상에 대응하는 동벡터들을 분석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수평운동화상 및 고속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입체영상생성장치.

청구항 26.

제 22항 또는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은,

현재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상기 각 운동유형에 대응하는 운동특성을 갖는 매크로블록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결정하는, 입체영상생성장치.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은, 운동/정지화상결정부, 수평/비수평운동화상결정부, 및 수평/고속운동화상
결정부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운동/정지화상결정부는, 현재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정지매크로블록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현재
화상의 운동유형을 정지화상과 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며,

상기 수평/비수평운동화상결정부는, 현재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최대수직퓨전임계각과 최대수직시차임계값에 
근거하는 비수평매크로블록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비수평운동화상과 수평운동화상중
의 하나로 결정하며,

상기 고속/수평운동화상결정부는, 현재화상의 전체매크로블록들중에서 최대수평시차임계값에 근거하는 고속운동매크
로블록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고속운동화상과 수평운동화상중의 하나로 결정하는, 입
체영상생성장치.

청구항 28.

제 22항 또는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입체영상생성수단은 합성정지화상발생부, 합성비수평운동화상발생부, 합성고속
운동화상발생부 및 합성수평운동화상발생부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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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합성정지화상발생부는,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정지화상으로 결정되면, 현재화상내의 
소정 각 블록의 밝기 및/또는 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깊이정보를 다르게 할당하고, 이를 수평시차로 변환하여 상기 합
성화상을 생성하며,

    
상기 합성비수평운동화상발생부는,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비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되면, 
현재화상내에서 카메라 및 물체가 모두 운동하는 경우에는 카메라운동방향과 동일한 매크로블록과 그렇지 않은 매크로
블록들간에 시차값을 다르게 할당하여 상기 합성화상을 생성하며, 물체만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매크로블록과 정지매
크로블록간에 시차값을 다르게 할당하여 상기 합성화상을 생성하며, 카메라만 운동하는 경우에는 현재매크로블록의 에
지특성에 따라 주변의 적어도 하나의 에지매크로블록들 및 이전화상의 매크로블록의 동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매크로블
록에 대응하는 시차값을 구해 상기 합성화상을 생성하며,
    

상기 합성고속운동화상발생부는,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고속운동화상으로 결정되면, 현재
화상내 고속운동매크로블록들의 동벡터들을 최대수평시차값으로 변환하여 그 최대수평시차값만큼 수평이동시키고, 이
를 직전의 이전화상에 합성하여 상기 합성화상을 생성하며,

상기 합성수평운동화상발생부는,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되면, 최대
수평시차임계값 및 현재화상내 동벡터들의 소정 수평운동값에 근거하는 이전화상을 상기 합성화상으로 발생하는, 입체
영상생성장치.

청구항 29.

제 22항 또는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좌/우측화상결정부는,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이 아닌 운동유형들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제 1모드를 
선택하며,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수평운동화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평운동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동종류에 따라 제 1모드 및 제 2모드중의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며,

상기 제 1모드는 현재화상을 좌측화상으로 그리고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우측화상으로 결정하는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
모드이고, 상기 제 2모드는 현재화상을 우측화상으로 그리고 대응하는 합성화상을 좌측화상으로 결정하는 입체영상의 
디스플레이모드인, 입체영상생성장치.

청구항 30.

제 22항 또는 제 25항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입체영상들간의 화상 흔들림을 월등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결정된 현
재화상의 운동유형을, 현재화상 및 그 이전화상의 각 운동유형의 조합에 기초하여 적응적으로 재결정하는 운동유형재결
정부를,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과 입체영상생성수단 사이에 더 포함하며,

상기 재결정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은 대응하는 입체영상의 생성 및/또는 그 좌/우측화상의 결정에 사용되는, 입체영상
생성장치.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운동유형재결정부는 이전화상의 운동유형이 정지화상이면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변경하지 않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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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서로 다르면, 상기 운동유형결정수단에서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의 최초 결정시에 사
용된 임계치들을 이전화상 및 현재화상의 각 운동유형의 조합에 따라 적응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을 
재결정하며,

이전화상과 현재화상의 운동유형이 서로 동일하면, 비수평운동화상 또는 수평운동화상내의 카메라 및/또는 물체의 운
동종류를 재결정하고, 이전화상 및 현재화상의 수평운동속도를 모두 고려하여 수평운동화상에 대응하는 이전화상을 결
정케하는, 입체영상생성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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