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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윤곽선 기반 메쉬 최 화를 이용한 스테 오 상의 효율 인 데이터 표  방법을 제안한다. 스테 오 상에 한 

메쉬 기반 2차원 워핑은 주로 제어  선택과 선택된 제어 들의 시차 정보 추정 성능에 의존한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제어  

선택을 하여 강한 윤곽선과 객체의 경계선만으로 구성된 특징 지도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격자형 메쉬를 생성한다. 한, 
지역단 로 2차원 워핑을 수행하며 목 상과의 오차를 최소로 하는 제어 의 치를 반복 으로 추정하게 된다. 최 화된 제어

 치를 찾기 한 반복  2차원 워핑 과정은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하여 입력된 스테 오 상

은 수평 시차만 존재하고 최 의 제어  치는 객체의 경계선을 포함한 윤곽선 에 존재함을 가정한다. 따라서 제안한 윤곽선 

기반 워핑 방법은 수평선 에 윤곽선만을 따라 반복 으로 최 화된 제어  치를 탐색한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스테 오 

상에 하여 제어  수에 따른 신호에 한 잡음비(PSNR)를 측정하여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품질을 비교 하 다. 뿐만 아

니라 최 의 메쉬 생성을 한 수행시간을 비교하여 평가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방법은 은 수의 제어 을 이용하

여 품질의 하를 이고 빠르게 최 의 메쉬를 생성함으로써 효율 인 스테 오 상 표  방법을 제공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data representation of stereo images using edge-based mesh optimization. Mash-based two 
dimensional warping for stereo images mainly depends on the performance of a node selection and  a disparity estimation of 
selected nodes.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first of all constructs the feature map which consists of both strong edges and 
boundary lines of objects for node selection and then generates a grid-based mesh structure using initial nodes. The displacement 
of each nodal position is iteratively estimated by minimizing the predicted errors between target image and predicted image after 
two dimensional warping for local area. Generally, iterative two dimensional warping for optimized nodal position required a high 
time complexity. To overcome this problem, we assume that input stereo images are only horizontal disparity and that optimal 
nodal position is located on the edge include object boundary lines. Therefore, proposed iterative warping method performs 
searching process to find optimal nodal position only on edge lines along the horizontal lines. In the experiments, we compare our 
proposed method with the other mesh-based  methods with respect to the quality by using 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Furthermore, computational complexity for an optimal mesh generation is also estimated. 
Therefore, we have the results that our proposed method provides an efficient stereo image  representation not only fast optimal 
mesh generation but also decreasing of quality deterioration in spite of a small number of nodes through our experiments. 

Keywords : Stereo image representation, Mesh-based stereo image representation, Mesh-based stereo image coding, Stereo 
image compression, Stereo image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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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소비자의 시각  욕구와 기술의 발 으로 3차원 입

체 상에 한 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3차원 입체 콘텐츠는 과학  연구, 교육, 오락, 고를 

목 으로 제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차원 방송을 한 

비디오 콘텐츠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1][2]. 하지만 스테

오 비디오 콘텐츠는 기본 으로 좌측과 우측의 한 의 

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스테 오 비디오 콘텐츠를 한 

장 공간  송량에 한 물리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기존의 연구에서는 먼  깊이지도 기반 근 방법을 이

용하여 주로 스테 오 비디오 데이터 표  방법  데이터 

압축을 해 좌측 상과 좌측 상을 참조하여 우측 상

을 복원할 수 있도록 화소단 의 집된 회색조(Grayscale) 
시차 지도를 사용하 다

[3]. 시차 지도의 데이터 량은 명도

를 나타내는 한 채 만 사용하기 때문에 RGB 채 을 사용

하는 원본 컬러 상의 30%정도를 차지한다. 한 시차지

도는 기존의 상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압축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법은 여 히 많은 데이

터용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스테 오 상에서 모든 화

소에 한 일치하는 화소 계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교한 시차지도 생성이 어렵다. 특히 가려짐 역, 반복되

는 화상(Texture) 역 그리고 동일한 화소 값으로 이루어

진 역 등에 한 추정은 많은 왜곡된 정보를 생성한다
[4]. 

이런 문제 을 극복하며 고품질의 상 복원을 해 가려

짐 역에 한 화상 정보 는 잔여 화상 정보를 추가 으

로 제공해야만 한다. 
 다른 연구는 메쉬 기반 근방법으로 왼쪽 상과 노

드들에 한 산재된 시차지도(Sparse disparity map)를 생성

하고 메쉬 워핑을 이용하여 오른쪽 상을 복원 하 다
[2, 

5, 6, 7]. 메쉬 기반의 근 방법은 깊이지도 기반의 근 방법

보다 좀 더 축약된 스테 오 데이터 표 을 제공한다. 메쉬 

모델링에 의한 상은 반 쪽 상 복원을 한 단지 소수

의 메쉬 제어 만 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쉬 기

반의 근방법 한 가려짐 역에서는 원치 않는 상 왜

곡을 야기 시킨다. 뿐만 아니라 제어  수와 치에 따른 

상 왜곡의 편차가 심하다
[6]. 

R-S Wang and Y. Wang[2]
은 화상회의 형태의 다시  비

디오에서 2차원 메쉬 표 을 기반으로 평행 방식 카메라와 

비평행 방식 카메라로 획득된 상을 구별하여 처리하 다. 
비 평행 방식의 카메라로 획득된 스테 오 상은 두 상

의 에피폴라 선을 수평으로 정렬한 후 메쉬 생성을 통한 

2차원 워핑을 수행하고 다시 원래의 기하 평면으로 복원하

는 방법을 사용하 다. 최 의 메쉬를 생성하기 하여 각

각의 제어 은 화소 단 로 수평 이동시켜가며 오차가 최

소인 치로 이동시키고 모든 화소가 최 인 치를 찾을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이러한 근 방법은 화상회의와 같

이 배경은 고정되어 있고 객체만 추출되었을 경우 상당히 

효율 인 방법을 제공하나 최 화를 해 많은 수행 시간

을 필요로 한다.    
J. Park and H. Park[6]

은 스테 오 상으로부터 획득된 

시차지도에 한 메쉬 기반 표  방법을 제안하 다. 스테

오 상의 압축  간 시  삽입에서 높은 상 품질을 

획득하기 하여 시  삽입  측 오차를 수식 화하 으

며 오차를 최소화 하는 삼각 메쉬 구조를 생성함으로써 

간시   반 편 시 을 복원하 다.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일정 경계 값을 넘는 오차 발생 역에 새로운 제어

을 삽입해 가며 2차원 워핑 결과와 목 상과의 오차가 

최소화 될 때까지 반복 으로 수행하 다. 제안된 방법은 

고품질의 복원 결과와 한 수행 속도를 제공하 으나 

고품질의 상복원을 해 많은 수의 제어 을 추가하기 

때문에 메쉬 생성을 한 제어 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J. Park and H. Park[7]

의  다른 연구는 상의 기울기 

 시차를 기반으로 삼각 메쉬 구조를 생성함으로써 빠른 

시  보간 방법을 제안하 다. 상의 기울기는 제어  선택

을 목 으로 사용하 으며 각 제어 은 매칭 오차  시차 

값의 교차검증을 통하여 평가 하 다. 객체의 경계 역의 갑

작스러운 시차변화를 표 하기 하여 상의 기울기 방향

을 따라 새로운 제어 을 추가하 다. 제안된 방법은 객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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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윤곽선 기반 메쉬 최 화를 이용한 스테 오 상 데이터 생성 알고리즘 

Fig. 1. A generation algorithm of Stereo image data using edge-based mesh optimization

경계 역의 기울기를 따라 제어 을 추가함으로써 워핑에 

따른 상왜곡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으나 각각의 생성된 제어 이 항상 최 화된 치에 놓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품질 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격자형 메쉬 기반 근방법을 따르며 복원된 

상과 목 상간의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제어 의 치

를 변경해 가며 반복 으로 최 의 치를 찾아낸다. 특히, 
빠르게 최 의 제어  치를 찾기 해 수평선과 윤곽선

이 존재하는 치만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메쉬 근법
[5, 6, 7]

과 달리 들로네(Delaunay) 알고리즘과 같

은 별도의 메쉬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메쉬 

생성을 한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기 제어  설정을 

하여 시차지도를 이용하지 않고 2차원 상에 한 특징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강인한 윤곽선과 객체의 경계선으로 

구성된 특징 지도 생성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제안하는 스테 오 상 데이

터 표  방법에 해 간단히 설명하며 3장에서는 특징  추

출을 통한 특징지도 생성  역 시차 추정 방법에 해 기

술하 다. 4장에서는 윤곽선 기반 메쉬 최 화 알고리즘에 

해서 설명하고 5장에서는 기존 알고리즘과 제어  수에 따

른 상품질  수행속도에 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마지

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에 해서 요약하 다.

Ⅱ. 제안하는 스테 오 상 데이터 표  
방법

제안하는 스테 오 상 데이터 표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역 처리 부분과 블록 단 의 지역 처리로 

나  수 있으며 기능상으로는 기 메쉬 생성과 메쉬 최

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기 메쉬 생성을 해서는 제어  선정이 요하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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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제어 의 치와 수가 추후 상 워핑 결과에 직

으로 향을 다. 한 좌측 상과 우측 상간의 시 의 

차이를 메쉬를 구성하는 제어 들의 시차(Nodal disparity)
로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제어 들의 시차를 구하

는 것은 상호 일치되는 제어 을 정확히 찾음으로써 가능

하다. 일반 으로 강한 윤곽선이나 객체의 경계 역에 제

어 이 치할수록 상 워핑 시 왜곡이 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  변화에 따른 상호 일치하는 제어 을 찾기 쉬

운 장 이 있다
[2]. 따라서 시  변화와 잡음에도 강인한 제

어  선정을 해 강한 윤곽선  객체의 경계 역 추출을 

통해 특징지도를 생성한다. 특징지도에 사용자가 지정한 

격자형 메쉬를 올려놓고 메쉬와 일치하는 특징  만을 일

정간격으로 추출하고 나머지는 지움으로써 기 매쉬를 좌

측과 우측 상에 생성한다.
한편 메쉬 최 화 모듈에서는 좌측 상을 소스 상으로 

우측 상을 목 상으로 설정하여 생성된 메쉬를 이용하

여 2차원 상 워핑을 수행한다. 워핑에 의해 추정된 상

과 목 상 사이의 화소 차이를 오차지도로 작성하고 오

차지도는 일정 경계 값 이상인 오차 화소를 기록한다. 오차 

화소에 생성된 화소 수가 작을수록 추정된 상과 목

상이 가까워진다. 오차 화소를 최소화하기 하여 메쉬 최

화를 수행하며 블록 단 로 상을 분할하고 각각의 블

록에서 제어  치를 이동해 가며 2차원 워핑을 수행한 

후 오차 값이 최소가 되는 제어  치를 획득한다. 특히, 
제안한 방법은 처리 속도의 향상  상의 왜곡을 최소화

하기 하여 블록내의 윤곽선 성분을 추출하고 수평선 

에 윤곽선 성분이 존재하는 치만 제어 을 이동시켜가며 

최 의 제어  치를 추정한다.     

Ⅲ. 특징지도 생성  제어  지정
 
일반 인 2차원 상 워핑에서 원본 상과 목 상에 

한 제어  선택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 상의 품질이 의존

이다. 한 스테 오 상에서 상 워핑을 수행할 경우 

제어 의 치는 객체의 경계 역 는 강한 윤곽선 상에 

존재할 경우 상 왜곡이 다. 2차원 상 워핑에 의한 

상 왜곡은 제어  사이의 화상 정보를 보간 하고 리샘 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 경계 역이나 강한 윤곽선이 제

어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 여러 개의 윤곽선이 리샘 링 

과정에서 발생됨으로 에 띄게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한 좌측 상과 우측 상에 존재하

는 제어 들의 정확한 매칭을 해서는 잡음에 강인한 특징 

들로 제어 들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어 들을 구성하기 해 객체의 경계 역과 강한 윤곽선

으로 구성된 특징지도를 생성하고 특징지도상에서 메쉬의 

크기에 따라 제어 으로 사용될 특징 을 추출 한다. 
객체의 경계 역과 강한 윤곽선을 추출하기 해 먼  

잡음 성분을 제거해야한다. 식(1)과 같이 체 상에 (x,y)
치의 각 픽셀별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여 간단히 잡

음 성분을 제거하 다.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상 체가 부드럽게 변하며 표  편차값()에 따라 부드러

운 정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 추출할 윤곽선 

성분의 두께  추출정도에 향을 다
[8].  

 









  


 (1)

 한편, 객체의 경계 역  강한 윤곽선 추출을 해서 

식(2)와 같은 방법으로 특징지도()를 생성하

다. 제안한 방법은 각 화소에 하여 수평(), 수직

(), 각선(), 역 각선() 방향에 

한 각각의 기울기 값을 구하고  값의 합을 특징지도로 

표 하 다. 기울기는 이웃하는 화소의 명도 값(G)의 차이

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징지도는 각선 성분뿐만 아니

라 곡선 형태의 객체의 경계 역도 강인하게 추출할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2)

여기서,      ,
            ,

    ,
  . 

생성된 특징지도를 이용하여 기 제어 을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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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한 윤곽선과 객체의 경계선을 이용한 특징지도 생성  기 제어  선정 (좌: 원본 상, 앙: 특징지도, 우: 기 제어  선정)
Fig. 2.  Feature map generation and initial node selection using strong edge and object boundary detection.  Left: original image, Middle: Feature
map, Right: initial node selection)

해 생성할 격자형 메쉬를 좌측 상에 올려놓고 각각의 격

자가 교차하는 제어  치의 윤곽선 성분만 남기고 지우

게 된다. 남겨진 윤곽선 성분은 좌측 상의 기 제어 으

로 지정되고 우측 상에서 각각의 제어 과 일치하는 

을 찾기 해 수식 (3)과 같이 평균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를 측정하는 블록 기반 스테 오 매칭을 수행

한다. 는 왼쪽 상에서의 화소 값을 나타내며 

는 오른쪽 상에서 일치하는 화소 값을 

나타낸다. 이때 두 상간의 해당 화소의 시차 값은 이

다. 평균 오차는 시스템 구 이 용이하고 빠르게 수행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3)

스테 오 매칭은 약간의 서로 다른 시 을 담고 있는 

상에서도 일치하는 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으로 

조명변화, 가려짐, 이웃하는 동일 화상들로 인한 모호성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4]. 따라서 신뢰성을 높이기 해 좌

측 제어 에서 우측 제어 로 일치하는 것과 우측 제어

에서 좌측 제어 으로 일치하는 제어 들만을 가려내는 교

차 검증 방법을 이용한다[6]. 뿐만 아니라, 좌측 상의 모든 

제어 들은  윤곽선 는 객체의 경계 역 에 존재함을 

이용하여 우측 상도 동일한 특징지도를 생성하고 교차 

검증된 제어 들이 윤곽선 는 객체의 경계 역 에 존재

하는 것만을 최종 으로 선택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특징 

지도 생성과정을 통해 생성된 결과 상  기 제어  

선정결과를 보여 다.

Ⅳ. 윤곽선 기반 메쉬 최 화

생성된 기 제어 을 이용하여 체 상에 한 2차원 

메쉬 워핑을 수행한 후 워핑 된 상과 목 상간의 차이

를 구하여 기 오차지도를 생성한다. 이상 인 오차지도

는 목 상과 워핑 된 상간의 가려짐 역에 한 화소 

값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으로 메쉬 워핑에 의해 

변환된 상은 가상으로 화소 값을 채우기 때문에 많은 

역이 오차지도에 나타나게 된다. 특히, 강한 윤곽선 성분이

나 객체의 경계선이 제어 의 간에 치하게 되면 워핑

의 특성상 리샘 링 과정에서 윤곽선 성분  경계선이 

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각 으로도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객 인 품질 평가에서도  품질의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고 품질의 메쉬 워핑 결과를 얻기 하여 최 의 

제어  치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에 할당된 제어

 역시 강한 윤곽선과 객체의 경계선을 심으로 할당되

었으나 최 의 치는 아니기 때문에 워핑 결과를 확인하

며 오차가 최소화되는 정교한 제어  치를 찾는 최 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스테 오 입력 상은 평행한 카메

라 배열로부터 획득된 상이거나 이미 기하학  보정과정

을 거친 상으로 가정한다
[2]. 이러한 가정을 통해 좌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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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ampshade1에 한 메쉬 최 화를 통한 스테 오 상 복원(좌측 상: 기 워핑 상, PSNR: 25.1dB, 우측 상: 기 워핑 후 에러 상, 좌측 하:
메쉬 최 화 후 워핑 상, PSNR: 30.8dB, 우측하: 메쉬 최 화 후 에러 상)
Fig. 4. Stereo image reconstruction by using a mesh optimization for Lampshade1(Left-top: initial warped image, PSNR: 25.1dB, Right-top: error
image after initial warping, Left-bottom: warped image after mesh optimization,  Right-bottom: error image after mesh optimization)

우측 상은 수평 시차만 존재함으로 일치하는 제어 을 

찾기 해 1차원 탐색과정만 수행하면 됨으로 빠른 계산 

시간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제어

 치가 윤곽선 는 객체의 경계선 에 존재할 경우 높

음 품질의 워핑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최 의 제어  

치를 탐색할 때도 윤곽선  객체의 경계선을 따라 제어  

치를 이동시켜가며 수평방향으로 탐색한다. 
그림 3은 제안한 메쉬 최 화 방법으로써 수평선 에 

존재하는 윤곽선 성분을 따라 제어 을 이동시켜가며 워핑 

그림 3. 메쉬 최 화를 한 윤곽선 기반 역단  제어  탐색 

Fig. 3. Edge-based node search in region for mesh optimization

에러를 최소화하는 제어  치를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격자형 메쉬에서 임의의 제어  n은 수평선 

에 존재하는 윤곽선 성분인 n' 치로 이동시킨 후 제어  

n을 둘러싼 R1부터 R4까지 4개의 역을 합한 역 R에 

하여 워핑을 수행한다. 워핑 결과 목 상의 특정 역

과 복원한 상의 동일한 역의 오차 값을 계산하여 오차 

값이 최소화 되는 제어  n의 치를 찾는다. 수식(4)는 

역단 의 오차 값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log


  



(4)

×
 










    


 






(5)

체 상에서 좌측 상단의 첫 번째 제어 에서부터 우측 

하단의 마지막 제어 까지 블록단 의 최 화를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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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을 한 스테 오 상 왼: Teddy, 앙: Sawtooth, 우: Lampshade1, 상: 좌측 상, 하: 우측 상. 
Fig. 5. Stereo images for our experiment. left : Teddy, middle: Sawtooth, right: Lampshade1 - top : Left images, bottom: Right images

체 상에 하여 에러 값을 측정한다. 체 상에 한 

에러 값에 따라 첫 번째 제어 으로부터 다시 제어 을 이

동시켜가며 블록단 의 최 화를 수행한다. 이때 에러 값

이 수렴하여 변화가 없거나 일정횟수 동안 다시 반복 으

로 블록단  최 화를 수행한 후 가장 낮은 에러 값을 나타

낸 제어  치를 출력 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메쉬 최

화 방법을 통하여 상의 왜곡을 이며 스테 오 상을 

복원한 결과를 나타낸다. 특히, 타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메

쉬 최 화를 통해 기에 발생한 왜곡이 하게 복원된 

것을 나타낸다. 

 

Ⅴ.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하여 기존의 R. -S. 
Wang and Wang[2]

방법  J. H. Park and H. W. Park[6]
방법

과 성능을 비교하 다. 비교 방법은 Middlebury 웹사이트
[9]

에서 제공하는 스테 오 상에 하여 제어  수에 따른 

신호  잡음비(PSNR)를 측정하 으며 최 화된 메쉬 생

성을 한 수행속도를 비교 하 다. 
실험을 한 스테 오 상은 그림 5와 같으며 각각의 

사이즈는 Teddy: 450 x 375, Sawtooth: 434 x 380, Lamp- 
shade1: 1300 x 1120이다.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은 2GByte 
RAM을 장착한 2.4GHz Quad core 2 CPU를 사용하는 컴

퓨터를 이용하 다.
표 1은 기존의 근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수행 시간을 

나타내며 제안한 방법이 다른 두 방법보다 좀 더 빠른 수행 

실험 상
R. -S. Wang 
and Wang[2]

J. H. Park and 
H. W. Park[6] 제안한 방법

Teddy 6.7 Sec. 4.2 Sec. 3.5 Sec.

Sawtooth 6.3 Sec. 4.12 Sec. 3.2 Sec.

Lampshade1 11.6 Sec. 6.3 Sec. 6.1 Sec.

표 1. 수행 시간 비교 (제어 수 :약 500여개)
Table 1. Comparison of time complexity (No. of Nodes: ap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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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보여줬다. 기존의 근 방법은 R. -S. Wang and 
Wang[2]

의 격자형 메쉬 기반 스테 오 데이터 표  방법으

로 메쉬 최 화를 해서 역단 로 수평선을 따라 한 화

소씩 이동시켜가며 워핑에 의한 오차가 최소가 되는 치

를 찾는 방법이다. J. H. Park and H. W. Park[6]
의 방법은 

삼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삼각형 메쉬를 생성하고 오차

가 발생하는 지 에 새로운 제어 을 삽입해가며 오차 값

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제어 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제
안한 방법은 역시 비슷하게 오직 오차가 발생한 지역에 

해서만 오차 최소화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수평선을 따

라 모든 화소 치에 해 반복 으로 워핑  오차 값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평선상에 윤곽선성분이 있는 

치만 반복 으로 워핑  오차 값을 측정한다.
한편, 실험용 스테 오 상에 하여 제어  수에 따른 

PSNR값을 측정함으로써 상 품질을 비교하 다. PSNR
값은 수식5에 의해서 획득되어지며 원본 상과 동일한 경

우는 50dB값을 나타내며 일반 으로 30dB이상의 상인 

경우는 원본 상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품질

을 나타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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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6은 각각 Teddy 상과 Sawtooth 상 그리고 

Lampshade1 상에 한 상 복원 시 제어  수에 따른 

상 품질을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두 

근 방법 모두 제어  수가 증가할수록 더 좋은 품질을 나타

냈다. 특히, J. H. Park and H. W. Park[6]
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품질이 우수하게 나왔으며 제어 수가 많을수록 제

안한 방법이 근소한 차이로 높은  PSNR값을 보여줬다. 제
안한 방법은 각각의 제어 이 오차가 최소가 되는 치로 

자동으로 이동함으로써 오차지역에 제어 을 삽입하는 방

식보다 노드수가 일정 수 이상 많아질 경우에는 좀 더 최

화된 메쉬 워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비교  빠른 수행속도를 나타내며 고품질의 

상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 오 상을 한 데이터 

표  시 품질 하를 막고 데이터 량을 효율 으로 일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줬다. 

그림 6.  스테 오 복원에 한 제어  수에 따른 PSNR 값: Teddy 상.
Fig. 6. PSNR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for stereo image
reconstruction: Teddy image)

그림 7. 스테 오 복원에 한 제어  수에 따른 PSNR 값: Sawtooth 상.
Fig. 7. PSNR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for stereo image
reconstruction : Sawtoot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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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테 오 복원에 한 제어  수에 따른 PSNR 값 : Lampshade1 상 

Fig. 8. PSNR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for stereo image
reconstruction: Lampshade1 image

Ⅵ.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윤곽선 기반 메쉬 최 화를 이용한 효율 인 

스테 오 상 데이터 표  방법을 제안하 다. 일반 으

로 스테 오 상에서 메쉬를 이용한 상 워핑의 성능은 

제어 의 선정  선정된 제어 에 한 다른 시  상 

의 정확한 매칭 을 찾는 과정에 의존한다. 제안한 방법

은 신뢰할 만한 노드 선정을 해 강한 윤곽선과 객체의 

경계선으로 구성된 특징지도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격자형 메쉬 구조와 일치하는 특징지도의 윤곽선성분을 추

출하여 기 제어 으로 지정하 다. 뿐만 아니라, 최 화

된 메쉬 생성을 해 분할 정복방법을 기반을 두어 체 

상을 블록단 의 역으로 나 고 오차 값이 최소가 되

도록 블록 내에서 제어  치를 반복 으로 이동시켜가며 

최 의 치를 찾는다. 이러한 반복  최 화 과정은 수행

속도가 오래 걸리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블록내의 모든 화소에 해 탐색을 수행하지 않고 

수평선 에 윤곽선이 존재하는 지 만을 제어  후보 

치로 탐색하여 처리 속도  품질을 향상 시켰다. 실험결과

를 통하여 기존의 메쉬 최 화 과정을 수행하는 근방법

보다 평균 약 2.0 의 처리속도 향상을 확인하 으며 제어

 수에 따른 PSNR값은 제어  수가 증가할수록 기존방법

에 비해 2dB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높은 결과 값을 얻었다. 
재 제안된 방법을 스테 오 비디오 상에 용할 뿐만 

아니라 임간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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