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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evaluate depth image 

preprocessing for 3D data service based on DIBR 

over T-DMB. We evaluate two preprocessing 

methods of depth images. These are gaussian 

smoothing and adaptive smoothing. The results 

show that adaptive smoothing is more suitable for 

images with sharp transition of depth. 

I. 서론 

   깊이 상 기반 더링[1](DIBR : Depth Image 

Based Rendering)방법을 이용한 3차원 데이터 서비스

는 색상 상과 8비트 크기의 회색음 을 가지는 깊이 

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송량이 제한 인 지상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ong)에서의 3차원 

서비스에 합하다. 깊이 상의 송효율을 높이고 

더링된 시  상에서 발생하는 홀  왜곡을 감소

시키기 해 깊이 상에 처리를 용되는데 표

인 방법으로 가우시안 평활화와 응  평활화 방법

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처리를 용하지 않은 깊

이 상, 가우시안 평활화 그리고 응  평활화[2] 방

법을 각각 용한 깊이 상의 코딩 효율  생성된 

양안식 입체 상의 화질을 평가 한다.  

  

II. 본론

2.1 처리 방법에 따른 코딩 효율

  본 에서는 처리 방법에 따른 압축 효율을 평가

한다. 사용된 코덱은 지상  DMB의 비디오 신호 압축

에 이용되는 MPEG-4 AVC 코덱으로 버 은 JM12.4

를 사용하 다. 테스트를 해 ‘interview'와 ’ballet‘의 

두 가지 시 스가 사용되었다.

(a)

(b)

그림 1. 테스트 시 스에 따른 깊이 상의 코딩 결과

(a) 'ballet' (b)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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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의 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응  평활화를 

용한 깊이 상이 가우시안 평활화를 용한 깊이 

상보다 코딩 효율은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응  평활화 역시 32kbps 역에서 ‘ballet'은 

약 40dB, 'interview'는 약 45dB로 처리를 안 한 경

우보다 약 5dB 정도의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2 처리 방법에 따른 입체감  화질 평가 

  본 에서는 처리 방법에 따른 사용자의 입체감 

 화질에 한 주  화질 평가를 실시하 다. 주

 화질 평가에 사용된 방법은 이  자극 연속 품질 

척도법(DSCQS : Double-Stimulus continuous 

Quality-Scale)[3]이다. 표 1은 주  화질 평가에 사

용된 입체 상 시 스들을 보여 다.

기  상 깊 이 상 테 스 트  시 스

송 송 ori_ori(기  시 스)

송 송 후 ori_low

140Kbps~330Kbps로 코딩 송 mid_ori

140Kbps~330Kbps로 코딩 송 후 mid_low

512Kbps에 가깝게 코딩 송 low_ori

512Kbps에 가깝게 코딩 송 후 low_low

표 1. 주  화질 평가를 한 3차원 입체 상 

시 스 

(a)                         (b)

(c)                          (d)

그림 2. 처리 방법에 따른 주  화질 평가 결과

 ‘interview’시 스에 한 (a)화질  (b)입체감 평가 

 ‘ballet’시 스에 한 (c)화질  (d) 입체감 평가

 그림 2로부터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시 스에 한 

평가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ballet’시 스의 경

우 시 스 모드와 화질  입체감의 상 성이 일 되

지 않은 결과를 보 다. 이는 배경과 객체사이의 약한 

경계를 가지는 깊이 상으로 인해 비 폐색으로 인한 

홀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ballet' 시 스의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깊이 상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교  좋은 입체감과 화질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interview’시 스의 경우에는 응

 평활화 방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며 입체

감 역시 가장 좋은 결과를 보 다. ‘interview' 시 스

의 경우 배경과 객체사이의 강한 경계를 가지는 깊이 

상으로 인해 비 폐색으로 인한 홀의 효과가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응  평활화는 객체와 배경간의 경

계 특성을 잘 보존함으로써 홀과 상 왜곡을 최소화

하여 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강한 왜곡 상을 보이

는 가우시안 평활화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으

로 분석된다.

Ⅲ. 결론 

 실험 결과 ‘interview' 상은 가우시안 평활화에 비

해 응  평활화를 용한 경우 양안식 입체 상의 

화질과 입체감의 수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ballet'시 스의 경우는 각각의 처리 방법에서 비슷

한 수를 얻었다. 이는 ‘ballet'시 스의 깊이 상의 

경우 비 폐색으로 인한 홀의 효과가 기 때문이다. 

결국 실험 결과는 강한 경계를 갖는 복잡한 깊이 상

의 경우 응  평활화가 합하지만 다양한 깊이 

상에 용되기 해서는 깊이 상의 특성에 따른 보

다 응 인 처리 방법에 한 연구가 요구됨을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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