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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테 오 이미지는 화, 게임 등에 입체감을 효과 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양안에 

한 더링으로 연산량 부하가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이미지 와핑을 이용하면 두 장의 이미지에 필요

한 연산을 한번으로 일 수 있으나, 와핑 시에 발생하는 빈 공간을 채우기 한 추가 인 과정이 경우에 

따라 와핑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빈 공간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양방향 와

핑 기법과 그 구 을 보인다. 제안하는 기법은 가시성에 따라 기하가 더링 되는 뷰를 달리하는 것으로

써 샘 링 되는 픽셀 역을 넓  빈 공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며, 시각  유사도가 낮은 스테 오 이미

지에서 기존 이미지 와핑 기법 비 높은 품질 향상을 보인다. 본 기법은 높은 확장성을 가지며, 복잡한 

기하  음  계산이 필요한 더링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

키워드: 가상 실, 스테 오 더링, 와핑, GPU

Abstract Stereo images can effectively provide realism to entertainment contents such as movies 

and games. However, rendering for both eyes increases the computational load. Image warping can 

reduce number of computations required on two images to one time, but in some cases, the additional 

processes to fill hole that occurs during warping may require more cost than warping. In this paper, 

we present a bidirectional warping technique that minimizes the occurrence of hole and its 

implementation. The technique reduces possibility of hole creation by increasing the area of sampled 

pixels by changing the rendered view according to the visibility of the geometry. In a stereo image 

with low visual similarity, this method shows a higher quality improvement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image warping method. This technique is highly scalable and can be effectively used for 

rendering process that require complex geometric and shading calculations.

Keywords: virtual reality, stereo rendering, warping,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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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테 오 더링(stereo rendering)은 양안에 한 두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인 스

테 오 더링 방식은 두 번의 더링 패스를 거쳐 두 

이미지 모두를 더링하는 것이다. 이는 정확한 스테

오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기하의 처리와 그 이후의 

과정이 모두 두 번 실행되기 때문에 큰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에 단일 더링 패스를 사용하면서도 두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NVIDIA사

는 자사의 최신 GPU 에서 하드웨어 기반의 방식을 통

해 이를 가능  하 으나[1], 하드웨어 의존성과 기하 

처리 이후는 여 히 기존처럼 두 배의 연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이 있다.

소 트웨어 기반의 방식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더링 

한 뒤 이미지 와핑(image warping)을 이용하여 다른 

뷰의 이미지를 추가로 생성하는 연구 한 진행되어 왔

다. 와핑을 사용하여 생성한 스테 오 이미지는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와핑 과정에 추가 인 연산이 소모되지

만, 최종 이미지를 와핑하는 것으로 모든 더링 과정을 

한번으로 일 수 있어 복잡한 기하와 더불어 복잡한 

음  계산을 필요로 하는 응용 로그램일수록 효과

인 성능을 낼 수 있다.

와핑을 사용한 스테 오 더링의 가장 큰 문제는 와

핑 시에 발생하는 빈 공간(hole)이다. 더링 된 이미지

에서 시야각 혹은 면의 물체에 의해 숨겨진 표면들이 

반 편 시야에서는 드러나야 한다면 샘 링 된 원본 픽

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와핑 후의 이미지에서 빈 공간

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에 와핑 후에 추가 인 작업을 

통해 빈 공간을 수복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Didyk 등[2]은 이를 처리하기 하여 이  임의 

이미지를 사용해 빈 공간을 수복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Schollmeyer 등[3]은 빈 공간을 수복하는 데에 하

 벨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능  품질을 향상시켰

으며, Oculus 사의 경우 빈 공간만을 다시 더링하는 

것으로 매우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었다[4]. Bowles 등

[5]은 원본 픽셀을 근사 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작은 넓

이의 빈 공간을 일 수 있음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 인 수복 과정이 필요 없도록 잠

재 인 빈 공간을 없애는 양방향 와핑 기법의 개념을 

제시하며, 구 을 한 기하 리디 션  공유 메모리 

기반의 일차원 와핑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기법은 

복잡한 기하  음  계산이 필요한 스테 오 더링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멀티 뷰(multi-view) 

더링으로도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2. 련 연구

한 번의 더링으로 스테 오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

일패스 스테 오 더링 기법은 하드웨어 기반과 이미

지 와핑 주의 소 트웨어 기반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드웨어 기반의 경우, 하나의 더링 패스로 두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VIDIA사의 

GPU에서 지원되는 Single Pass Stereo Rendering[1]

은 기하를 처리하는 버텍스 셰이더, 지오메트리 셰이더, 

테셀 이션 셰이더의 출력으로 두 번째 뷰에서의 치

를 지정하는 인자를 새로 설정하여 한 번에 두 이미지

의 더링을 가능  했다. 정확한 스테 오 이미지의 생

성이 가능하지만, 특정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며 기하 처

리 이후의 연산은 동일하게 두 배로 처리된다.

소 트웨어 기반의 스테 오 더링 기법은 주로 음

 계산  후처리가 끝난 이미지를 와핑하여 한 장의 

이미지를 추가로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와핑 방향

에 따라 세부 으로 정방향(forward) 와핑, 역방향(back-

ward) 와핑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방향 와핑은 원본 픽셀을 새 치로 이동시켜 이미

지를 생성한다. Didyk 등의 연구[2]는 테셀 이션을 이

용한 와핑과, 더링 되는 시야를 매 임마다 변경한 

뒤 온 한 이  임을 와핑하여 빈 공간을 수복함으

로써 복잡한 기하에 해 효율 인 더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 다. 하지만 스테 오 이미지 자체는 1차원 

이동인 반면에 이  임에서 픽셀을 가져오기 해 

복잡한 2차원 와핑이 필요했고, 매 임마다 더링 

되는 시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사  치의 교란과 

같은 시각  아티팩트를 야기했다. Schollmeyer 등의 

연구[3]에서는 빈 공간의 수복에 하  벨의 이미지와 

ray casting 기법을 사용하 고. 이를 통한 이미지 품질

의 향상을 보 으나 빈 공간의 수복에 여 히 와핑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 다.

반면 역방향 와핑은 새 치에서 원본 픽셀을 탐색하

여 이미지를 생성한다. Bowles 등의 연구[5]는 고정  

반복법을 사용한 원본 픽셀의 근사로 빈 공간의 생성을 

일 수 있음을 보 으나, 양안 시야의 유사도가 떨어져 

샘 링 된 픽셀이 없는 역이 넓을 경우 여 히 추가

인 빈 공간의 수복이 필요했다.

이처럼 소 트웨어 기반의 스테 오 더링에서는 와

핑 시 생성되는 빈 공간의 처리가 주요 논 이 되어왔

다. 이에 본 연구는 추가 인 수복 작업의 비 을 이

기 해 와핑 시에 생성되는 빈 공간을 최소한으로 

이고자 한다. 기존 기법들은 한 뷰에서 생성된 온 한 

이미지를 다른 뷰로 와핑하는 데에 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기하를 가시성에 따라 나 어 부분 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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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기법의 개요. 기하의 각 리미티 는 가시성에 따라 각 뷰에 해당하는 버퍼로 리디 션되어 더

링되며, 이후 더링된 이미지는 반 편 시야에서 와핑된 이미지와 결합되어 스테 오 이미지를 생성한다.

Fig. 1 Overview of hole process. Each primitive in the geometry is redirected and rendered to a buffer corresponding 

to each view according to visibility. Then, the rendered image is combined with the warped image in the opposite 

view to produce a stereo image.

두 장을 생성한 후 이를 와핑한다. 이를 통해 샘 링되

는 픽셀을 최 한으로 늘려 잠재 인 빈 공간의 생성 

가능성을 인다. 기본 인 아이디어는 Yang 등의 연구

[6]에서 착안한다. 이들은 연속된 두 임을 양방향으

로 와핑하는 것으로 높은 품질의 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 다. 본 연구는 이를 스테 오 더링에 

맞도록 변형하여 하나의 임을 둘로 나 고 양방향

으로 와핑해 합치는 것으로 높은 품질의 스테 오 이미

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양방향 와핑 기법

양방향 와핑 기법은 지오메트리 셰이더 기반의 기하 

리디 션과 와핑을 통해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장에서는 기하의 리디 션 단계 

 리디 션 시에 수행되는 가시성 비교, 그리고 와핑 

 최종 이미지 생성 단계의 구체 인 설명을 기술한다. 

그림 1은 본 알고리즘의 체 인 개요를 도시한다.

3.1 지오메트리 셰이더 기반 기하 리디 션

지오메트리 셰이더를 통과하는 동안, 기하의 각 리

미티 는 각 시야에 한 가시성 비교를 거친다. 그 후 

가시성이 가장 높은 시야에 해당하는 이어로 리디

션된다. 최악의 경우, 양 시야 모두로 리디 션된다. 이 

로세스는 리미티 가 가장 가시성이 높은 상태로 

더링되게 만들며, 샘 링 되는 픽셀을 증가시킴으로써 

잠재 인 빈 공간의 생성을 최소화한다. 이를 해서는 

각 시야에서 리미티 의 가시성을 올바르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며, 그 내용을 3.2장에 서술한다.

3.2 가시성 비교

기하의 더링 여부를 결정하는 가시  표면 결정(culling)

은 성능 최 화를 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오래된 

연구 주제  하나이며, 이미 많은 수의 기법들이 연구된 

바 있다[7]. 이들을 뷰 간에 비교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기법의 가시성 비교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어 리 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의 가시  표면 결정 알고리즘인 두체 컬링(frustum 

culling)과 백 페이스 컬링(backface culling)을 본 기법

에 용하는 과정을 보인다. 사용된 두 가지 알고리즘 

이외에도 오클루  컬링(occlusion culling), 기여도 컬

링(contribution culling)과 같은 다양한 컬링 기법들을 

이용해 확장시킬 수 있다.

3.2.1 두체 컬링 기반 가시성 비교

그림 2와 같이 리미티 와 뷰 두체의 치 계에 

따라 리미티 는 더링 되지 않거나, 잘린 형태로 

그림 2 리미티 의 치와 두체 간의 계도

Fig. 2 Relationship between position of primitive and view 

frus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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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링될 수 있다. 따라서 리미티 가 각 뷰에서 온

한 형태로 더링 되는지를 비교하기 하여 리미티

가 두체 내에 포함된 정도를 가시성으로 정의하며, 

이는 스크린 좌표계에서의 치를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리미티 를 로, 뷰를 로 각각 정의하고, 가시성 

함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xmax

 는 뷰 

의 스크린 공간에서 리미티  의 세 꼭짓   x

좌표의 댓값이 가장 큰 꼭짓 의 x좌표를 의미한다.


 max xmax

  (1)


 의 값은 뷰 두체 내에 리미티 가 존재

할 경우 1로 고정되며, 두체를 벗어날 경우 감소한다. 

이를 통해 계산된 결과의 비교를 통해 리미티 가 리

디 션 될 뷰를 결정한다. 두 뷰에서 모두 가시성이 동

일할 경우에는 3.2.2에 기술된 백 페이스 컬링 기반의 

추가 가시성 비교를 통해 리디 션 될 뷰를 결정한다.

3.2.2 백 페이스 컬링 기반 가시성 비교

다음 수식은 월드 좌표계에서 행해지는 백 페이스 컬

링의 일반 인 구   하나를 나타낸다[8].

Discard when pcam ppr imitive∙npr imi tive (2)

본 식에서 p는 월드 좌표계에서의 치 좌표를, n은

표면 법선 벡터를 의미하며, 벡터의 내 을 이용하여 월

드 좌표계에서의 표면 법선 벡터와 카메라- 리미티  

간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각도는 해당 

리미티 의 표면 방향이 카메라에서 멀어지는 방향

(backface)인지를 단하는데 사용되지만, 이는 투 되

는 역의 비교를 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은 카메라와 리미티 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도와 투  역간의 상 계를 도시하며, 계산된 각

도가 작을수록 리미티 가 카메라에 마주보게 되어 

투  역이 커지는 것을 보인다.

그림 3 카메라- 리미티  간 각도와 투  역 간 계도

Fig. 3 Relationship between primitive direction and 

projection area

따라서 가시성을 투  역의 넓이로 가정하면, 식 (2)를 

이용하여 가시성 함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3)

이를 이용해 각 뷰에서의 가시성을 비교하여 두 뷰에서


 의 계산 결과가 동일한 리미티 의 최종 인 

리디 션 방향을 결정하며, 이 단계에서의 가시성도 동

일할 경우 양쪽 모두로 리디 션한다.

3.3 와핑  최종 이미지 생성

각 시야에서 더링 된 이미지는 반 편 시야로 와핑

되고 반 편 시야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최종 이미지를 

생성한다. 본 장에서는 최종 이미지 생성 방식에 해 

자세하게 기술하며, 일차원 정방향 와핑의 실행 속도 향

상을 해 근 속도가 빠른 GPU 공유 메모리를 사용

한 구 을 제안한다.

3.3.1 공유 메모리 기반 일차원 와핑

정방향 와핑은 이론 으로 원본 픽셀을 새 치로 이

동시키기만 하면 끝나는 매우 단순한 기법이다. 하지만, 

복수의 픽셀이 한 치로 매핑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복수의 픽셀이 매핑될 경우 깊이가 가장 낮

은 픽셀 값만을 표시하도록 처리해주어야 한다. 이를 처

리하지 않을 경우 GPU의 병렬  특성으로 인해 해당 

부 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의 정방향 와핑 기법들[8-10]에서는 깊이 값만 

먼  와핑하여 픽셀당 깊이의 최솟값을 구한 뒤, 최솟값

에 해당하는 픽셀만 와핑하는 것으로 이를 처리하 다. 

깊이 값의 와핑은 GPU에서 병렬 으로 수행되기 때문

에 최솟값이 결정될 때까지의 쓰 드 간 동기화가 필요

하다. 기존 기법에서는 이를 해 더링 패스를 두 개

로 나 어 체 이미지에 한 동기화를 실행했으나, 이

로 인해 추가 인 CPU-GPU 간의 데이터 교환이 발생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스테 오 더링에 최 화한 

공유 메모리 기반의 방식을 제안한다. 스테 오 더링

에서 같은 픽셀에 매핑 될 가능성이 있는 픽셀은 같은 

행에 치한 픽셀들뿐이므로 동기화는 행 단 로만 이루

어져도 충분하다. 이에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컴퓨트 셰

이더의 작업 그룹을 이미지의 한 행에 해당하게 설정하

여 작업 그룹 내에서의 동기화를 수행한다. 같은 작업 그

룹으로 묶는 것으로 더링 패스를 나  필요 없이 단일 

더링 패스 내에서 동기화와 와핑이 가능하며, 작업 그룹 

단 로 수행하므로 액세스 속도가 매우 빠른 공유 메모

리(Shared Memor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부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유 메모리에 이미지

의 가로 길이와 크기가 같은 1차원 텍스처를 바인딩하

고, 여기에 깊이 값만의 와핑을 실행하여 매핑된 픽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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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거리에 따른 각 기법의 와핑 결과(장면: Crytek Sponza)

Fig. 6 Result of each technique according to the focal distance (scene: Crytek Sponza)

그림 4 기존 방식(좌)과 제안하는 방식(우)

Fig. 4 Existing method (left) and proposed method (right)

그림 5 선형 보간을 통한 균열 제거

Fig. 5 Crack removal with linear interpolation

의 깊이 최솟값을 구한다. 이때 반  시야의 이미지와의 

결합을 동시에 처리하기 하여 반  시야의 이미지도 

최솟값 계산에 포함한다. 이후 작업 그룹을 동기화 하

고, 매핑된 픽셀  최소 깊이에 해당하는 픽셀의 색상 

값을 이동시킨다.

두 뷰에서의 부동소수  연산의 오차로 인하여 이동 

후 그림 5와 같은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다. 이를 처리

하기 해 비어 있는 픽셀이 있을 경우 양  픽셀과의 

보간을 통해 이를 제거한다. 균열은 1px 정도로 매우 

작아 보간 시 다소의 오차가 발생하여도 육안으로는 확

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단한 선형 보간을 사용한다.

4. 측정 결과

제안하는 두 번의 일차원 와핑을 사용한 스테 오 더링

은 기존 와핑을 사용한 스테 오 더링 기법들에 비하

여 크게 향상된 품질을 보인다.

품질 측정을 하여 동일한 장면에서  거리(DF, 

Distance with Focal plane)를 다르게 하여 기법 별 품

질을 측정하 다. 그림 6은 퍼런스(2-Pass stereo)  

제안한 기법과 기존의 와핑 방법을 사용해 생성된 결과

이며, 표 1은 퍼런스 비 각 기법의 결과의 품질을 

SSIM, PSNR을 사용하여 측정[11]한 결과를 기록한 것

이다. BW는 역방향, FW는 정방향 와핑을 각각 의미한

다. 양 시야 간의 거리(IPD, Interpupillary Distance)는 

64mm로 설정하 다.

품질 측정 결과 체 으로 기존 기법보다 향상된 품

질을 보이며, 특히 시각  유사도가 낮아 기존 기법의 

품질이 낮은 이미지에 해서도 안정 으로 높은 품질

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각 기법의 품질 측정 결과(SSIM/PSNR)

Table 1 Quality measurement results of each technique 

(SSIM/PSNR)

DF Ours BW[5] FW[8]

6000 0.994/38.6 0.962/22.6 0.967/23.2

2000 0.998/43.8 0.953/20.6 0.958/21.0

300 0.995/39.5 0.779/12.9 0.7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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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기법의 성능(ms) 비교(이미지 해상도: FHD, GPU: 

NVIDIA GeForce GTX 1080)

Table 2 Comparison of performance (ms) of each tech-

nique (image resolution: FHD, GPU: NVIDIA 

GeForce GTX 1080)

Complexity Method Rendering Warping

1M tri.

Ours 3.320 1.057

BW[5] 1.889 0.407

FW[8] 1.887 0.636

2-Pass 3.599

10M tri.

Ours 13.957 1.169

BW[5] 6.102 0.635

FW[8] 6.111 0.765

2-Pass 11.958

100M tri.

Ours 70.093 1.170

BW[5] 54.056 0.622

FW[8] 53.842 0.776

2-Pass 108.926

1000M tri.

Ours 604.827 1.161

BW[5] 554.255 0.632

FW[8] 553.643 0.785

2-Pass 1104.867

한 기법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장면의 복잡

도를 달리하면서 기법별 성능을 측정하 다. 표 2는 측

정된 각 기법의 수행시간을 더링과 와핑으로 나 어 

기록한 것이다. 장면의 복잡도는 사용된 삼각형 리미

티 의 개수를 기 으로 측정되었다. 두 번의 와핑으로 

기존 기법 비 와핑에 수행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 고, 

더링 자체에 수행되는 시간 한 증가하여 상 으

로 낮은 복잡도에서는 비교된 기법  가장 성능이 낮

으나, 장면의 기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단순 양안 더

링에 비해 높은 성능상의 우 를 가짐을 볼 수 있다. 

더링 시의 수행시간 증가는 더링 시 지오메트리 셰이

더를 통과하며 생기는 부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스테 오 더링 시 두 번의 일차원 와핑

으로 빈 공간이 거의 없는 스테 오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

법을 제안하 다. 한 뷰에서의 이미지를 와핑하는 기존 기

법에 비해 기하를 가시성에 따라 양방향으로 나 어 와핑

하는 것으로 추가 인 채움 과정이 필요했던 빈공간의 생

성을 크게 으며, 일차원 와핑에 최 화된 공유 메모리 

기반의 정방향 와핑으로 성능을 가속화했다.

본 기법을 이용해 생성한 스테 오 이미지는 기존 기

법에 비해 양안 이미지의 유사도가 떨어지는 장면에서

도 높은 품질을 보 으며, 성능 한 높은 복잡도의 장

면에서 단순 양안 더링 비 높은 성능을 달성하 다. 

하지만 기하를 나 어 더링하는 과정에서 지오메트리 

셰이더를 통과하며 수행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상이 

찰되었다. 따라서 더 효율 인 분리 방식을 찾는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 기하를 분리하기 한 가시성 테스트 과정

에서 물체에 의한 폐색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품질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무거운 후처리 과정이 동반될 경우 Z-버퍼링을 사용해 

폐색을 미리 검출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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