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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 및 이를 위한 양안 시차 조절 방법

요약

본 발명은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 및 이를 위한 양안 시차 조절 방법에 관한 것으로, 3차원 그래
픽 영상 생성 방법은 사용자가 입력한 물체의 관찰점 이동정보 및 가상 시점 이동 정보로부터 해당 물체
에 대한 3차원 정보 및 가상 시점의 이동위치를 계산하는 제1단계; 계산된 가상 시점과 3차원 세계간 최
대, 최소 거리를 구하는 제2단계; 최대 및 최소 거리간 차를 구하고, 구해진 차로부터 양안 시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며, 구해진 양안 시점 거리로부터 양안 시점의 위치를 구하는 제4단계; 양안 시점의 방향을 
구하는 제5단계; 및 양안 시점의 위치 및 방향에서 각각 3차원 세계에 대해 2차원으로 투사된 영상들을 
얻고, 얻어진 두 영상들을 스테레오 렌더링하여 3차원 그래픽 영상을 생성하는 제6단계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응시할 물체의 변경 또는 동일 물체내에서의 관찰점 변경에 대한 정보
를 입력받고, 해당 물체에 대한 수렴 및 초점이 일치되도록 카메라의 양안 시점의 위치 및 방향을 결정
하여 2차원으로 투영함으로써 주변 물체들에 대해 상대적 깊이감을 얻을 수 있고, 눈의 피로감을 감소시
킬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인간이 3차원 세계를 보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1b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스테레오 영상 합성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3은 3차원 세계 좌표와 가상 시점 좌표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관심있는 물체에 대해 양안 시점에서 광축을 교차시키는 예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 및 이를 위한 양안 시차 조절 방법에 관한 것이다.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종래의 시차 발생 방식은 컴퓨터 모니터에 양안이 보는 영상을 교대로 뿌려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3차원 세계에서 각각 서로 다른 깊이를 가지는 여러 영상이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동일 거리에 있는 모니터 화면상에 뿌려지게 된다. 이 때, 인간이 모니터상에 뿌려진 영상을 보려고 한
다면 인간의 양안은 시차에 의해 대상 물체가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깊이에서 양안의 중심 축이 교차하도
록 움직인다. 이 위치는 시차에 따라 실제 모니터의 앞이나 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대상 물
체의 영상은 모니터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므로 인간의 양안은 모니터 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는 

8-1

공개특허특2001-0001341



인간이 3차원 세계를 바라볼 때 동작하는 양안의 수렴-초점(convergence-focus) 시스템과는 다르게 양안
을 움직이도록 한다.

도 1a는 인간이 3차원 세계를 보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고, 도 1b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스테레오 영상 합
성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렴을 위해 눈동자 자체를 움직이는 근육과 초점을 맞추도록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의 메
커니즘은 독립적이다. 그러나, 인간이 공간적인 깊이감을 느끼는 경험을 수없이 겪게 되면서 두 시스템
은 경험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동작한다. 따라서, 수렴-초점의 불일치(discrepancy)는 3차원 세
계를 보는 것과는 다른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인간의 눈에 피로감을 준다. 그러나, 인간이 3차원 
세계를 볼 때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물체가 항상 수렴과 초점이 일치되도록 움직이고 이를 기준으로 다
른 물체들의 상대적인 깊이감을 인식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인간이 양안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임의의 깊이에 위치하는 물체를 보고 있는 경우 이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깊이에 있는 물체는 둘로 보이게 된다. 이를 더블 비젼(double-vision)이라 한다. 이는 물
체가 가지는 시차가 인간이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양안 융합 범위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한다. 실제로, 
손가락을 눈앞에 가까이 위치시키고 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물체를 보면 손가락이 둘로 보이는 이
치와도 같다.

종래의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시차 발생 방법은 3차원 세계를 모니터상에 스테레오 렌더링(stereo 
rendering)하는 경우, 관찰자가 관심을 가지고보는 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깊이를 기준으로 
인간의 수렴-초점 시스템을 모의실험(simulation)하거나 무한대의 거리를 시차 발생의 기준으로하여 3차
원 그래픽을 생성한다. 따라서,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물체가 지정된 물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렴-초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안에 투영되는 영상의 시차를 인간의 양안 융합 범
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더라도 더블 비젼만을 해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안에 투영되는 영상의 시차
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관찰자가 관심있게 보는 영역에 대해 수렴과 초점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없다면 
수렴-초점 불일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물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해당 물체에 대해 수렴과 초점이 일치되도록 컴퓨터 그래픽에서 양안에 해당되는 
두 시점(viewpoint)을 통하여 보는 2개의 투사된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렌더링하여 3차원 그래픽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해 생성된 영상간에 발생하는 최대 시차가 인간의 양안 융합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두 시점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입력한 물체의 관찰점 이동정보 및 가상 시점 이동 
정보로부터 해당 물체에 대한 3차원 정보 및 가상 시점의 이동위치를 계산하는 제1단계; 계산된 가상 시
점과 3차원 세계간 최대, 최소 거리를 구하는 제2단계; 상기 최대 및 최소 거리간 차를 구하고, 구해진 
차로부터 양안 시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며, 구해진 양안 시점 거리로부터 양안 시점의 위치를 구하는 
제4단계; 상기 양안 시점의 방향을 구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양안 시점의 위치 및 방향에서 각각 3차원 
세계에 대해 2차원으로 투사된 영상들을 얻고, 얻어진 두 영상들을 스테레오 렌더링하여 3차원 그래픽 
영상을 생성하는 제6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입력한 물체의 관찰점 이동정보 및 가상 시점 이동 
정보로부터 해당 물체에 대한 3차원 정보 및 가상 시점의 이동위치를 계산하는 제1단계; 계산된 가상 시
점과 3차원 세계간 최대, 최소 거리를 구하는 제2단계; 상기 최대 및 최소 거리간 차를 구하고, 구해진 
차로부터 양안 시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며, 구해진 거리로부터 양안 시점의 위치를 구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양안 시점의 방향을 구하는 제5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2에 따른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은 사
용자의 정보입력 단계(200), 물체의 3차원 정보 및 가상 시점 이동 위치 계산 단계(202), 가상 시점의 
위치와 3차원 세계간 최대, 최소 거리 계산 단계(204), 양안 시점간 거리 계산 단계(206), 양안 시점의 
위치  계산  단계(208),  양안  시점의  방향  계산  단계(210),  양안  시점에서  2차원  투사  영상  생성 
단계(212) 및 렌더링 단계(214)를 포함한다.

먼저, 사용자는 다수의 물체들이 존재하는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생성하고자할 때, 두가지 정보를 
입력한다(200단계). 하나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물체를 변경하거나 동일한 물체에서도 관찰점
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 장치, 예를 들어, 응시 인식 장치 또는 마우스 등을 
통해 입력한다. 여기서, 관찰점이란 관찰자의 양안에 해당하는 좌/우 두 시점이 바라보는 물체에 위치하
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찰점은 해당 물체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 물체의 중심점은 다음 식과 같이 해
당 물체의 3차원 경계값을 평균한 값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여기서, Ox,Oy,Oz는 해당 물체의 3차원 중심좌표이고, imax,imin는 각각 해당 물체의 i축 방향으로의 최대, 

최소 경계값이다.

다른 하나는 3차원 세계를 자유로이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가상 시점의 이동 정보이다. 시
점은 3차원 세계를 2차원 모니터상에 투영하기 위해, 예를 들어, 카메라와 같은 투영장치가 위치하는 3
차원 공간상의 한 점이다. 인간이 3차원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두 눈이 있어야하고 그 두 눈이 어디
를 향하고 있으며 두 눈을 포함하는 머리의 공간적 방향을 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점도 상술한 요소
들을  모두  포함해야한다.  도  3은  이러한  요소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에  따르면,  3차원  세계 
좌표(X,Y,Z) 상의 3차원 물체를 2차원 모니터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시점(V), 시점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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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방향 벡터(O), 시점의 법선 방향을 가리키는 헤드 벡터(H)가 필요하다.

가상 시점은 인간의 양안에 해당되는 좌우 두 시점을 얻기 위해 편의상 정의한 시점으로서, 3차원 공간
상에서 좌우 두 시점을 이은 선분의 중심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3차원 세계에서 해당 물체의 임의의 점을 관찰점으로 정한다. 이를 이
용하여 현재 가상 시점 위치로부터 이동 후의 가상 시점의 새로운 위치를 계산한다(202단계).

다음으로, 현재 정의된 모든 물체를 포함하는 3차원 세계와 가상 시점사이의 최대 및 최소 거리를 구한
다(204단계). 최대 및 최소 거리는 각각 가상 시점에서 3차원 세계까지의 최대 및 최소 깊이에 해당한
다.

204단계에서 구해진 최대 및 최소 거리간 차(깊이)를 구한다. 이 차로부터 가시거리에 따라 허용되는 양
안 시점간 거리를 구한다(206단계). 실험적으로 결정된 양안 시점간 거리 ES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z는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의 차이고, s는 모니터 스크린의 높이이다.

수학식 2에 따르면, 모니터 스크린의 높이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양안 시점간 거리는 바라보는 3차원 
세계의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의 차가 클수록 작아지고, 차이가 클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3차원 세계 전체의 깊이 차가 큰 경우 양안 시점 사이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니터에 투
영되어 나타나는 좌/우 영상사이의 동일 물체에 대한 시차가 작아진다.

반대로, 3차원 세계 전체의 깊이 차가 작은 경우, 양안 시점 사이의 거리를 늘림으로써 모니터에 투영되
어 나타나는 좌/우 영상사이의 동일 물체에 대한 시차가 커져서 전체적으로 깊이감이 크게 된다.

상기 수학식 2에 따라 결정된 양안 시점간 거리 ES로부터 양안 시점의 위치를 결정한다(208단계). 좌측 

시점의 위치 EL,
 
우측 시점의 위치 ER는 각각 다음 식과 같이 결정된다.

구해진 양안 시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점에서 일치하도록 좌측 시점의 방향 ELO, 

우측 시점의 방향 ERO를 다음 식과 같이 결정한다(210단계).

이와 같이 설정된 양안 시점에서 생성된 3차원 세계의 2차원 투영 영상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물
체의 시차는 0이 되고, 물리적인 깊이는 컴퓨터 모니터 위가 되어 수렴과 초점이 일치하게 된다.

도 4는 관심있는 물체에 대해 양안 시점에서 광축을 교차시키는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
면, 양안 시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관심있는 물체(물체 2)의 중심점에서 일치하도록 결정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결정된 양안 시점의 위치와 양안 시점이 바라보는 방향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에 대한 
2개의 투사된 영상을 생성하고(212단계), 스테레오 렌더링하여 3차원 그래픽 영상을 생성한다(214단계).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응시할 물체의 변경 또는 동일 물체내에서의 관찰점 변경에 대한 정보
를 입력받고, 해당 물체에 대한 수렴 및 초점이 일치되도록 카메라의 양안 시점의 위치 및 방향을 결정
하여 2차원으로 투영함으로써 주변 물체들에 대해 상대적 깊이감을 얻을 수 있고, 눈의 피로감을 감소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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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가 입력한 물체의 관찰점 이동정보 및 가상 시점 이동 정보로부터 해당 물체에 대한 3차원 정보 
및 가상 시점의 이동위치를 계산하는 제1단계;

계산된 가상 시점과 3차원 세계간 최대, 최소 거리를 구하는 제2단계;

상기 최대 및 최소 거리간 차를 구하고, 구해진 차로부터 양안 시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며, 구해진 양안 
시점 거리로부터 양안 시점의 위치를 구하는 제4단계;

상기 양안 시점의 방향을 구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양안 시점의 위치 및 방향에서 각각 3차원 세계에 대해 2차원으로 투사된 영상들을 얻고, 얻어진 
두 영상들을 스테레오 렌더링하여 3차원 그래픽 영상을 생성하는 제6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3차
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의 양안 시점간 거리 ES는 z가 상기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의 차를 나타내
고, s가 모니터 스크린의 높이를 나타낼 때, 다음의 수학식

 

과 같이 결정됨을 특징으로하는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의 양안 시점의 위치는 

구해진 양안 시점간 거리를 ES라 하면, 좌측 시점의 위치 EL
 
및 우측 시점의 위치 ER 각각은 다음의 수학

식

과 같이 결정됨을 특징으로하는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의 양안 시점의 방향은

상기 제4단계에서 구해진 양안 시점의 위치에서 물체를 바라보는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점에서 일치하도
록 결정됨을 특징으로하는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양안 시점의 방향은 

상기 제4단계에서 구해진 좌측 시점의 위치를 EL, 우측 시점의 위치를 ER, 그리고 관심있는 물체의 3차원 

좌표를 O라 할 때, 좌측 시점의 방향 ELO 및 우측 시점의 방향 ERO은 각각 다음의 수학식

과 같이 결정됨을 특징으로하는 3차원 그래픽 영상 생성 방법.

청구항 6 

사용자가 입력한 물체의 관찰점 이동정보 및 가상 시점 이동 정보로부터 해당 물체에 대한 3차원 정보 
및 가상 시점의 이동위치를 계산하는 제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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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가상 시점과 3차원 세계간 최대, 최소 거리를 구하는 제2단계;

상기 최대 및 최소 거리간 차를 구하고, 구해진 차로부터 양안 시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며, 구해진 거리
로부터 양안 시점의 위치를 구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양안 시점의 방향을 구하는 제5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3차원 그래픽을 위한 양안 시차 조절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의 양안 시점간 거리 ES는 z가 상기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의 차를 나타내
고, s가 모니터 스크린의 높이를 나타낼 때, 다음의 수학식

 

과 같이 결정됨을 특징으로하는 3차원 그래픽을 위한 양안 시차 조절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의 양안 시점의 위치는 

구해진 양안 시점간 거리를 ES라 하면, 좌측 시점의 위치 EL
 
및 우측 시점의 위치 ER 각각은 다음의 수학

식

과 같이 결정됨을 특징으로하는 3차원 그래픽을 위한 양안 시차 조절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의 양안 시점의 방향은

상기 제4단계에서 구해진 양안 시점의 위치에서 물체를 바라보는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점에서 일치하도
록 결정됨을 특징으로하는 3차원 그래픽을 위한 양안 시차 조절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양안 시점의 방향은 

상기 제4단계에서 구해진 좌측 시점의 위치를 EL, 우측 시점의 위치를 ER, 그리고 관심있는 물체의 3차원 

좌표를 O라 할 때, 좌측 시점의 방향 ELO 및 우측 시점의 방향 ERO은 각각 다음의 수학식

과 같이 결정됨을 특징으로하는 3차원 그래픽을 위한 양안 시차 조절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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