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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simultaneous method 

for depth image based rendering. Simultaneous 

method can reduce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waste of memory required for DIB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uitable for generating auto-stereoscopic images.

I. 서론 

  방송 서비스를 이용한 3차원 데이터 서비스는 세계

으로 많은 연구기 과 학에서 차세  방송 서비스

로 연구 되고 있으며 유럽의 ATTEST (Advanced 

Three-dimensional Television System Technologies)

로젝트를 통해 제안된 깊이 상 기반 더링(depth 

image based rendering, DIBR)이 차세  3차원 방송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1]. DIBR을 이용

한 방송 서비스는 기존에 사용되던 2장의 컬러 상을 

이용한 3차원 입체 상 서비스에 비해서 1장의 컬러 

상과 깊이 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은 송량

을 사용한다. 한, 기존에 방송되고 있는 상에 추가

인 깊이 상의 송만으로 3차원 상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재 서비스 되고 있는 시스템과 역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의

한 2차원과 3차원 서비스간의 환을 가능  한다[2]. 

하지만 DIBR은 송 단이 아닌 단말 단에서 3차원 

상을 더링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DIBR을 한 동시 처리 방법을 제안 

한다.

 

 

II. 본론

  DIBR은 참조 영상(Reference image)과 참조 상의 

각 화소에 응하는 거리 정보로 이루어진 깊이 상

(Depth image)을 이용하여 임의의 시 에서의 상을 

더링 하는 기법이다. 

그림 1. 참조 상과 깊이 상

 본 논문에서는 DIBR을 이용한 좌, 우 시  상을 

생성하기 해서  평행식 카메라 모델을 사용한다. 

그림 2. 평행식 카메라 모델

 그림에서   ,은 좌, 우 시 의 카메라를 나타내

며  , 은 좌, 우 시 의 상을,   는 좌, 우 시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는  거리를 나타낸다. 

는 카메라의 상에 투 되는 공간상의 한 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 즉, 깊이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시 처리 방법은 기존의 좌, 

우 상을 생성 하여 두 상을 이터 이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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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게 간 과정에 생성 되는 좌, 우 시  상을 

인터 이스 상인 양안식 입체 상에 직 으로 매

칭하여 메모리 사용을 이면서도 입체 상 생성 과

정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다음의 수식 1과 2

는 평행식 카메라 모델을 이용한 좌, 우 시  상의 

직 인 양안식 입체 상으로의 매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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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3은 의 수식을 이용한 입체 상생성 

과정을 보여 다.

그림 3.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입체 상의 생성 과정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시 처리 방법은 DIBR

의 근본 인 문제  하나인 비폐색 역의 검색  

보간 과정을 간소한다.

그림 4. 동시처리방법의 블록도

 의 블록도를 보면 동시처리 방법에서는 비폐색 

역의 발생과 동시에 보간(interpolation)이 가능하기 때

문에 기존의 시  상을 생성한 뒤 상 내에서 비폐

색 역을 검색하여 보간하는 방법에 비해 처리 속도

를 향상 시킬 수 있다.

Ⅲ. 실험

 제안된 방법은 Pentium4 PC에서 Visual C++ 6.0을 

이용하여 구  하 으며 실험 상은 ATTEST에서 

사용한 720×576 크기의 ‘interview' 상을 320×240 크

기로 다운 샘 링 하여 실험 하 다. 다음의 표1은 기

존의 방법과 동시 처리 방법의 처리 속도를 나타낸다.

방 법 수행시간

기존 방법 0.078∼0.094

동시 처리 방법 0.047∼0.063
표 1. 수행 속도 비교

 의 표1에서 보면 기존 방법에 비해서 동시 처리 방

법의 수행 시간이 약 0.031∼0.047  빠르게 수행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동시 처리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약 19.2%∼50%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내며 여러 장에 해 반복 실험을 거친 결과 평균

으로 37.2% 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5는 동시 처리 방법으로 생성한 양안식 입체 

상을 보여 다. 

 

그림 5. 동시 처리 방법을 이용한 양안식 입체 상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3차원 서비스를 한 DIBR의 

동시 처리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입체 

상의 생성 차를 간소화 하면서도 메모리를 게 사

용하여 기존의 방법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 다. 향후 

이를 실제 방송 시스템에 용한 실시간 3차원 서비스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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