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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택적 가시화와 보간을 이용한 입체영상 생성시스템 및방법

요약

본 발명은 단안에 의한 2차원 평면 이미지와 제트버퍼에 저장된 이미지의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입체영상을 생성하

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입체영상 생성시스템은, 3차원 모델을 렌더링하여 한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

더링수단과;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버퍼링수단과;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

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거리정보 및 색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계산 이차원 이미지를 계산하는 스

테레오 영상 계산부와;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상기 3차원 모델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렌더링하여 상기 다

른 쪽 눈에 대응하는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선택적 렌더링수단과;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와 누락 부분 이

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스테레오 영상 합성부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 생성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입체영상, 렌더링, 제트버퍼, 프레임버퍼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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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선택적 가시화와 보간을 이용한 입체영상 생성시스템을 도시한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선택적 가시화와 보간을 이용한 입체영상 생성방법을 도시한 동작 흐름도,

도 3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점의 차이로 인한 3차원 모델 공간의 차이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두 눈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3차원 모델의 면의 각도가 변화하여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두 눈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3차원 모델의 면이 다른 면에 완전히 가려져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면의 일부가 3차원 모델의 다른 면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두 눈에 보이는 3차원 모델 공간의 차이로 인하여 면의 일부가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상

태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두 눈에 보이는 3차원 모델 공간의 차이로 인하여 면의 전체가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상

태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양쪽 눈의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단한 설명>

110; 렌더링수단 111; 응용-명세 프로세싱부

112; 씬 그래프 저장부 113; 씬 프로세싱부

114; 제 1 폴리곤 프로세싱부 115; 제 1 픽셀 프로세싱부

121; 제 1 제트버퍼 122; 제 1 프레임버퍼

130;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 140; 선택적 렌더링수단

141; 누락부분 추출부 142; 제 2 폴리곤 프로세싱부

143; 제 2 픽셀 프로세싱부 151; 제 2 제트버퍼

152; 제 2 프레임버퍼 160; 스테레오 영상 합성부

170; 입체영상 생성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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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3차원 그래픽의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단

안에 의한 2차원 평면 이미지와 제트버퍼에 저장된 이미지의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한쪽 눈(단안)만을 사용하여 3차원 물체를 바라보면, 원근, 평행이동, 물체의 상대적인 크기, 겹침, 광휘와 그림자, 초점적

응 등의 현상이 지각된다. 이 지각된 현상들에 의해 물체와의 3차원 거리감이 느껴지기는 하나 그 정도는 매우 약하다. 그

러나, 양쪽 눈(양안)을 모두 사용하여 3차원 물체를 바라보면, 단안에 의한 지각이외에도 양안의 수렴각에 의하여 물체가

투사되는 눈의 망막위치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서로 다른 2개의 이차원 이미지를 융합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한

다. 이때, 수렴각은 관찰자와 3차원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수렴각에 따라 3차원 거리감이 지각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양안을 이용한 지각특성을 이용한 것이 입체화법(stereography)으로서, 이러한 입체영상을 생

성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종래의 입체영상 생성방법은 하나의 물체를 왼쪽 눈과 오른쪽 눈 각각에 대해 각각의 이차원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개의 투영중심(center of projection)(예컨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대하여

이차원 평면에 투영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를 위하여 2개의 이차원 이미지는 각각 응용-명세 프로세싱(application-

specific processing), 씬 프로세싱(scene processing), 폴리곤 프로세싱(polygon processing), 픽셀 프로세싱(pixel

processing)을 수행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

종래의 입체영상 생성방법은 씬 프로세싱부터 픽셀 프로세싱까지의 과정을 2개의 이차원 이미지에 대해 각각 두 번씩 수

행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시간이 두 배로 필요하며, 이로 인해 3차원 시뮬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에 적용하기 곤란

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래기술로서 대한민국등록특허 0381817호가 있다. 이 선행등록특허는 삼차원 모델을

렌더링하여 한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색정보를 프레임버퍼에 저장

하고 거리정보를 제트버퍼에 저장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프레임버퍼에 저장된 색정보 및 제트

버퍼에 저장된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제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선행등록특허에 의하면, 3차원 모델에 대해 제 1 이차원 이미지만을 생성하고, 이 생성된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계산식

에 적용하여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한 후, 이 두 개의 이차원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한다. 이러한 선행

등록특허에 의하면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계산식에 의해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영상을 쉽고 빠르게 생성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제 1 이차원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고 제 2 이차원 이미지에만 보이는 부분을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입체영상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 내지 도 8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점의 차이로 인해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다양한 상

태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 3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점의 차이로 인한 3차원 모델 공간의 차이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에 설명에서는 왼쪽 눈으로 본 이차원 이미지를 제 1 이차원 이미지라고 하고, 오른쪽 눈으로 본 이차원 이미지를 제 2

이차원 이미지라고 가정한다.

도 3에서, P는 이차원 투영평면(Projection Plan)으로서 3차원 모델이 이차원 평면상에 투영되는 가상의 평면이고, P1과

P2는 투영된 평면상에 나타나는 이차원 이미지의 경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투영 평면에 나타나는 왼쪽

눈으로 본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오른쪽 눈으로 본 제 2 이차원 이미지는 3차원 모델 공간의 서로 다른 영역을 포함한다.

선행등록특허는 왼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제 1 이차원

이미지에는 나타나지 않고 제 2 이차원 이미지에는 나타나는 영상은 포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최종 생성된 입체영상에

오류가 발생한다. 도 4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4는 두 눈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3차원 모델의 면의 각도가 변화하여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면 b-c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에서, 모델의 면 a-b를 보는 왼쪽 눈의 시각을 La-Lb라고 하고, 면 a-b를 보는 오른쪽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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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을 Ra-Rb라고 하고, 면 b-c를 보는 오른쪽 눈의 시각을 Rb-Rc라고 한다. 면 b-c는 왼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

원 이미지에서는 La-Lb에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에서는 Rb-Rc와 같이 보

이게 된다. 선행등록특허와 같이 제 1 이차원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계산하면, Ra-Rb부분은 나타나

나 Rb-Rc부분은 누락된다.

도 5는 두 눈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다른 면에 완전히 가려져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면 c-d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에서, 모델의 면 a-b를 보는 왼쪽 눈의 시각을 La-Lb라고 하고, 면 a-b를 보는 오른쪽 눈의 시각을

Ra-Rb라고 하고, 면 c-d를 보는 시각을 Rc-Rd라고 한다. 면 c-d는 왼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에서는 La-

Lb에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에서는 Rc-Rd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도 6은 면의 일부가 3차원 모델의 다른 면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면 bR-

bL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에서 면 a-b를 보는 왼쪽 눈의 시각을 La-Lb라고 하고, 면 a-b를 보는 오른쪽 눈의 시각을

Ra-Rb라고 하고, 선 d를 보는 왼쪽 눈의 시각을 Ld이라 하고, 선 d를 보는 오른쪽 눈의 시각을 Rd라 하고, 왼쪽 눈으로 보

는 면 c-d의 경계를 bL이라고 하고, 오른쪽 눈으로 보는 면 c-d의 경계를 bR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경계 bL

을 보는 시각을 RbL이라고 한다. 면 c-d는 면 a-b에 의해 일부분이 가려지는데, bR-bL 구간은 왼쪽 눈으로 보면 나타나

지 않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 RbL-Rb과 같이 나타난다.

도 7은 두 눈에 보이는 3차원 모델 공간의 차이로 인하여 면의 일부가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상

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에서 선 b를 보는 왼쪽 눈의 시각을 Lb라고 하고, 선 b를 보는 오른쪽 눈의 시각을 Rb라고 하

고, 선 a를 보는 오른쪽 눈의 시각을 Ra라고 한다. 왼쪽 눈으로 보는 면 a-b의 경계를 a1이라고 하고, 오른쪽 눈으로 이 a1

을 보는 시각을 Ra1이라고 한다. 왼쪽 눈으로는 면 a-b 중 일부(면 a-a1)가 시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 1 이차원 이미지

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 2 이차원 이미지에는 Ra-Ra1과 같이 나타난다.

도 8은 두 눈에 보이는 3차원 모델 공간의 차이로 인하여 면의 전체가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는 보이는 상

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에서 면 a-b를 보는 오른쪽 눈의 시각을 Ra-Rb라고 한다. 이 면 a-b는 왼쪽 눈의 시각을 벗어

난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 1 이차원 이미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른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에는 나타

난다.

이와 같이 왼쪽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 눈에 보이는 상태가 존재하는데, 선행등록특허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

1 이차원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입체영상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선행등록특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한쪽 눈에서 바라본 이차원 이미지

를 계산식에 적용하여 다른쪽 눈에서 바라본 계산결과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고, 계산결과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부

분을 선택적 렌더링하여 누락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며, 계산결과 이차원 이미지와 누락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

하여 다른쪽 눈에서 바라본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한 후 양쪽 눈에서 바라본 이차원 이미지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

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선택적 가시화와 보간을 이용한 입체영상 생성시스템은, 3차원 모델을 렌더링하여 한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더링수단과;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버퍼링수단과;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거리정보 및 색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계산 이차

원 이미지를 계산하는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와;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상기 3차원 모델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렌더링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누

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선택적 렌더링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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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와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

하는 스테레오 영상 합성부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 생성수단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선택적 가시화와 보간을 이용한 입체영상 생성방법은, 3차원 모델을 렌더링하여 한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더링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버퍼링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거리정보 및 색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계산 이차

원 이미지를 계산하는 스테레오 영상 계산단계와;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상기 3차원 모델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렌더링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누

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선택적 렌더링단계와;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와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

하는 스테레오 영상 합성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 생성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컴퓨터에 상술한 바와 같은 입체영상 생성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선택적 가시화와 보간을 이용한 입체영상 생성시스템 및 방법

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선택적 가시화와 보간을 이용한 입체영상 생성시스템을 도시한 구성 블록도이다.

이 입체영상 생성시스템은 3차원 모델을 렌더링하여 한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더링수단(110)

과,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제 1 제트버퍼(121) 및 제 1 프레임버퍼(122)와,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거리정보 및 색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계산 이차원 이미지를

계산하는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130)와,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3차원 모델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렌더링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선택적 렌더링수단(140)과,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

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제 2 제트버퍼(151) 및 제 2 프레임버퍼(152)와, 계산 이차원 이미지와 누락 부분 이

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스테레오 영상 합성부(160)와, 제 1 이차

원 이미지와 상기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 생성부(170)를 포함한다.

렌더링수단(110)은 3차원 모델을 조작하여 씬(scene)을 변화시키는 응용-명세 프로세싱부(111)와, 응용-명세 프로세싱

부(111)에 의해 변화된 씬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씬 그래프 저장부(112), 씬 그래프 저장부(112)로부터 씬에 관한 정보

를 읽어서 3차원 폴리곤을 생성하는 씬 프로세싱부(113)와, 3차원 폴리곤을 투영하여 2차원 폴리곤으로 변형하는 제 1 폴

리곤 프로세싱부(114)와, 2차원 폴리곤과 색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고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제 1 제트버퍼(121)와 제 1 프레임버퍼(122)에 저장하는 제 1 픽셀 프로세싱부(115)를 구

비한다.

또한, 선택적 렌더링수단(140)은 양쪽 눈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출하고 씬 그래

프 저장부(112)로부터 상기 누락된 부분에 관한 정보를 읽어서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3차원 폴리곤을 생성하는 누락부분

추출부(141)와,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3차원 폴리곤을 투영하여 2차원 폴리곤으로 변형하는 제 2 폴리곤 프로세싱부

(142)와,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2차원 폴리곤과 색상정보를 이용하여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얻고 상기 누락 부분 이

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제 2 제트버퍼(151)와 제 2 프레임버퍼(152)에 저장하는 제 2 픽셀 프로세

싱부(143)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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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영상 계산부(130)는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픽셀들을 찾아내고, 상기

찾아낸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픽셀들의 색을 보간하여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색정보를 구한다. 또한,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130)는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 발생하는 공백을 상기 한쪽 눈으로부터 거리가 먼 픽셀의 색을 확장하여 채운다.

누락부분 추출부(141)는 상기 3차원 모델의 면 중 상기 한쪽 눈으로의 시각방향벡터와 면의 수직방향벡터의 내적이 0에

가까운 음수인 면을 상기 누락된 부분으로 추출한다.

이하에서는 도 1과 도 2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입체영상 생성시스템의 입체영상 생성방법을 보다 상

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렌더링수단(110)은 한쪽 눈에 대해 이차원 평면상에 투영된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한다(S201). 이 렌더링수단

(110)은 응용-명세 프로세싱부(111)와 씬 그래프 저장부(112)와 씬 프로세싱부(113)와 제 1 폴리곤 프로세싱부(114)와

제 1 픽셀 프로세싱부(115)로 이루어진다.

응용-명세 프로세싱부(111)는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델, 조명, 배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장면(씬: scene)이 변화한다. 각각의 변화는 씬의 구체적인 정

보가 담겨있는 씬 그래프 저장부(112)에 저장된다. 씬그래프는 씬을 정의하기 위한 모델, 조명, 사운드 등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그래프 구조의 자료 구조이다.

씬 프로세싱부(113)는 실제 3차원 장면을 화면에 나타내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씬 프로세싱부(113)는 씬그래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읽어서 렌더링하기 위한 3차원 폴리곤을 생성한다. 3차원 그래픽스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물체는 기본

적으로 3차원 폴리곤들의 집합이다. 씬 프로세싱부(113)는 씬그래프로부터 정보를 읽어내고 필요없는 폴리곤을 생성하지

않도록 추려내거나(culling), LOD(Level of Detail)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3차원 폴리곤 집합을 얻는다.

제 1 폴리곤 프로세싱부(114)는 3차원 폴리곤 집합을 2차원의 모니터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즉, 3차원 폴리곤을 투영(projection)하여 2차원 폴리곤으로 변형한다. 이때, 조명에 의한 밝기나 물체의 질감 등의 정보가

계산된다.

제 1 픽셀 프로세싱부(115)는 최종적으로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의 각 픽셀의 색정보를 생성한다. 즉, 2차원 폴리곤

과 색정보를 이용하여 텍스쳐링(texturing), 블렌딩(blending), 및 안티어라이어싱(anti-aliasing)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색정보를 제 1 프레임버퍼(122)에 저장한다. 아울러, 3차원 물체의 원근에 따른 효과를

위하여 Z 버퍼링 작업을 수행하여 각 픽셀의 거리정보를 제 1 제트버퍼(121)에 저장한다(S202).

다음,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130)는 이렇게 생성된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색정보와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쪽 눈에 대

응하는 계산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한다(S203).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130)는 관찰자의 두 눈 사이의 반인 좌우 이미지의

불일치도와 시점에서 투영평면까지의 거리 및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

셀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픽셀을 구하고,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색정보로부터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색상값을 구한다. 이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130)가 계산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대한민국등록특허

제0381817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바, 본 특허에서는 이를 준용한다.

또한,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130)는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공백 부분을 시점으로부터 거리가 먼 픽셀의 색을 확장하여 채

움으로써, 이 계산 이차원 이미지를 보정한다(S204). 도 6 또는 도 7과 같이 3차원 물체의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에는 단계

S204와 같이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확장함으로써, 복원할 수 있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도 6에서,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면 Lb-Ld는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면 RbL-Rd로 변형되어서

면 Rb-RbL이 누락되어 공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면 Rb-RbL을 상대적으로 시점으로부터 거리가 먼 픽셀인 RbL의

색상값으로 채우면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누락된 픽셀을 복원할 수 있다.

도 7에서,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면 P1-Lb는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면 Ra1-Rb로 변형되고, 면 Ra-Ra1은 누락되어 공

백으로 나타난다. 이 공백으로 나타나는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면 Ra-Ra1을 Ra1의 색상값으로 채우면 계산 이차원 이미

지의 누락된 픽셀을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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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 4와 같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3차원 모델의 면의 각도가 변화하여 오른쪽 눈으로 본 이차

원 이미지에만 새롭게 나타나는 형상을 복원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누락부분 추출부(141)는 양쪽 눈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출한

다(S205).

도 4와 같이 면의 각도 변화로 한쪽 눈에 대응하는 이차원 이미지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쪽 눈에 대응하는 이차원 이미지

에만 새롭게 나타나는 면은 시선의 방향과 거의 평행인 특징이 있다. 즉, 도 4에서 면 b-c는 오른쪽 눈으로 b와 c를 보는

시선 R-b 및 R-c와 거의 평행하게 놓여진다. 또한, 면 b-c는 왼쪽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면 b-c가 왼쪽 눈으로 b

와 c를 보는 시선 L-b 및 L-c를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면 b-c가 누락된 부분이며 누락부분 추출부(141)는 이 부분을

추출한다.

누락부분 추출부(141)가 이 누락된 부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9에서 v1은 면의 수직벡터이

고, v2는 면으로부터 한쪽 눈(도 9에서는 왼쪽 눈)을 향하는 시각방향벡터이다. 누락된 부분인 면 b-c가 시점 L을 등지면

서 시점의 방향과 거의 일치하기 위해서는 면의 수직벡터와 시각방향벡터가 직각에 가까운 양각이 되어야 하며, 이때 두

벡터의 내적은 0에 가까운 음수가 된다. 따라서, 누락부분 추출부(141)는 3차원 모델의 면 중 한쪽 눈으로의 시각방향벡터

와 면의 수직벡터의 내적이 0에 가까운 음수인 면을 상기 누락 부분으로 추출한다.

그리고,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제 2 폴리곤 프로세싱부(142)와 제 2 픽셀 프로세싱부(143)를 통해 렌더링하여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한다(S206).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렌더링 과정은 단계 S201의 렌더링 단계와 근본적으로 동일하

나, 누락부분 추출부(141)에 의해 추출된 누락 부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계산량은 매우 적어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

단계 S204에서 생성된 계산 이차원 이미지와 단계 S206에서 생성된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다른쪽 눈에 대

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한다(S207). 이때,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

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를 비교하여 시선과의 거리가 가까운 이차원 이미지의 색상값을 제 2 이차원 이미지의 색상값으

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한다(S208).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술 사상을 첨부 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가장 양호한 일 실시예를 예시적으

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

술 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입체영상 생성방법과 비교하여 적은 계산으로 빠르게 입체영상을 생성할 수 있고, 누락되는 형

상정보를 복원하여 입체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3차원 모델을 렌더링하여 한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더링수단과;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버퍼링수단과;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거리정보 및 색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계산 이차

원 이미지를 계산하는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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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상기 3차원 모델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렌더링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누

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선택적 렌더링수단과;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와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

하는 스테레오 영상 합성부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 생성수단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수단은,

상기 3차원 모델을 조작하여 씬(scene)을 변화시키는 응용-명세 프로세싱부와, 상기 응용-명세 프로세싱부에 의해 변화

된 씬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씬 그래프 저장부와, 상기 씬 그래프 저장부로부터 상기 씬에 관한 정보를 읽어서 3차원 폴

리곤을 생성하는 씬 프로세싱부와, 상기 3차원 폴리곤을 투영하여 2차원 폴리곤으로 변형하는 폴리곤 프로세싱부와, 상기

2차원 폴리곤과 색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상기 버퍼링수단에 저장하는 픽셀 프로세싱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는,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픽셀들을 찾아내고, 상기 찾아낸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픽셀들의 색을 보간하여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색정보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 영상 계산부는,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 발생하는 공백을 상기 한쪽 눈으로부터 거리가 먼 픽셀의 색을 확장하여 채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시스템.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 렌더링수단은,

상기 양쪽 눈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출하고 상기 씬 그래프 저장부로부터

상기 누락된 부분에 관한 정보를 읽어서 상기 누락된 부분에 대한 3차원 폴리곤을 생성하는 누락부분 추출부와, 상기 누락

된 부분에 대한 3차원 폴리곤을 투영하여 2차원 폴리곤으로 변형하는 제 2 폴리곤 프로세싱부와, 상기 누락된 부분에 대한

2차원 폴리곤과 색상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얻고 상기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

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제 2 픽셀 프로세싱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누락부분 추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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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차원 모델의 면 중 상기 한쪽 눈으로의 시각방향벡터와 면의 수직방향벡터의 내적이 0에 가까운 음수인 면을 상기

누락된 부분으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 영상 합성부는,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상기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를 비교하여, 시선

과의 거리가 가까운 이차원 이미지의 색상값을 상기 제 2 이차원 이미지의 색상값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영상 생성시스템.

청구항 8.

3차원 모델을 렌더링하여 한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더링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버퍼링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거리정보 및 색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계산 이차

원 이미지를 계산하는 스테레오 영상 계산단계와;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상기 3차원 모델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렌더링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누

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선택적 렌더링단계와;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와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

하는 스테레오 영상 합성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 생성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렌더링단계는,

상기 3차원 모델을 조작하여 씬(scene)을 변화시키는 응용-명세 프로세싱단계와, 상기 응용-명세 프로세싱단계에서 변화

된 씬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씬 그래프 저장단계와, 상기 씬에 관한 정보를 읽어서 3차원 폴리곤을 생성하는 씬 프로세

싱단계와, 상기 3차원 폴리곤을 투영하여 2차원 폴리곤으로 변형하는 폴리곤 프로세싱단계와, 상기 2차원 폴리곤과 색정

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고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픽셀 프로세싱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 영상 계산단계는,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픽셀들을 찾아내고, 상기 찾아낸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픽셀들의 색을 보간하여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색정보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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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 영상 계산단계는,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 발생하는 공백을 상기 한쪽 눈으로부터 거리가 먼 픽셀의 색을 확장하여 채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 렌더링단계는,

상기 양쪽 눈의 위치 차이로 인하여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출하고 상기 씬 그래프로부터 상기 누

락된 부분에 관한 정보를 읽어서 상기 누락된 부분에 대한 3차원 폴리곤을 생성하는 누락부분 추출단계와, 상기 누락된 부

분에 대한 3차원 폴리곤을 투영하여 2차원 폴리곤으로 변형하는 제 2 폴리곤 프로세싱단계와, 상기 누락된 부분에 대한 2

차원 폴리곤과 색상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얻고 상기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

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제 2 픽셀 프로세싱단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누락부분 추출단계는,

상기 3차원 모델의 면 중 상기 한쪽 눈으로의 시각방향벡터와 면의 수직방향벡터의 내적이 0에 가까운 음수인 면을 상기

누락된 부분으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생성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레오 영상 합성단계는,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상기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를 비교하여, 시선

과의 거리가 가까운 이차원 이미지의 색상값을 상기 제 2 이차원 이미지의 색상값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

영상 생성방법.

청구항 15.

컴퓨터에,

3차원 모델을 렌더링하여 한쪽 눈에 대응하는 제 1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더링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각 픽셀의 거리정보와 색정보를 저장하는 버퍼링단계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의 거리정보 및 색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계산 이차

원 이미지를 계산하는 스테레오 영상 계산단계와;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에서 누락된 상기 3차원 모델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렌더링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누

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선택적 렌더링단계와;

상기 계산 이차원 이미지와 누락 부분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상기 다른 쪽 눈에 대응하는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생성

하는 스테레오 영상 합성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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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이차원 이미지와 상기 제 2 이차원 이미지를 합성하여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입체영상 생성단계를 포함한 입체

영상 생성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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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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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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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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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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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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