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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3차원 영상 서비스의 보급과 함께 깊이 영상에 대한 부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MPEG의 3DV/FTV 그룹에서

는 깊이 영상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깊이 영상 부호화는 컬러 영상의 참조 없이 독립적으로 부호화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깊이 영상의 부호화 성능이 좋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에 대한 효율적인 부호화 방법으로써, 컬러와 깊이 영상에

대한 블록 모드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에 따라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로 재배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결

과 JSVM 기반의 깊이 영상 부호화 방법 대비 약 2.2%의 비트 감소를 얻었다.

Abstract

Recently, a need to encode a depth image has been raising with the deployment of 3D video services. The 3DV/FTV group in 
the MPEG has standardized the compression method of depth map image. Because conventional depth map coding methods are 
independently encoded without referencing the color image, coding performance of conventional algorithms is poor. In this letter, 
we proposed a novel method which rearranged modes of depth blocks according to modes of corresponding color blocks by using 
a correlation between color and depth images. In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bits reduction of 2.2% 
compared with coding method based on JSVM.

Keyword: 3DV, Depth, FTV, MVC

Ⅰ. 서 론

2009년 국내․외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아바타의 등장

과 함께 3D 영상에 대한 관심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게임이나 TV 시장 등에도 3D 열풍이 불

고 있어, 3D 영상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D 영상에 대한 표준 기술은 1995년
MPEG-2(ISO/IEC 13818-2)에서 스테레오 영상 표준에 관

한 내용을 기술했으며, 이후로 MPEG-2와 MPEG-4 Part10
에서 스테레오 및 다시점 영상 부호화(Multi-view Video 
Coding) 기술이 표준으로 정의되었다. 다시점 영상 부호화

기술은 두 대 이상 다수의 카메라를 동시에 부호화하는 기

술로서, 카메라 시점 간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부호화를 효

레터논문-10-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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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즉, 사용자에게 미리 정의된 여러

개의 카메라 시점 또는 다수의 카메라로부터 3D 영상을 제

공하는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최근 MPEG에

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점에서 영상을 볼 수 있도

록 지원해주는 FTV(Free-viewpoint TV) 서비스에 대한 표

준을 진행 중에 있으며, FTV 기술은 보여 지는 시점보다

취득되는 시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중간 시점에 대한 합성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간 시점의 영상을 생성할

때 깊이 영상(depth image)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MPEG에서는 깊이 영상 기반의 3차원 영상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
[1-2].

깊이 영상은 컬러 영상과 달리 텍스쳐 정보가 아닌 객체

의 깊이 정보와 윤곽선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깊이

영상을 위한 전용 압축 코덱이 없이 기존의 컬러 영상 압

축 코덱에 단지 입력으로 깊이 영상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영상에 대한 압축 성능일 좋지 않은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깊이 영상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부호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깊이 영상의 부호

화를 위해 향상된 CABAC 엔트로피 부호화 기술, 깊이 영

상에 대한 비트 평면 단위의 부호화하는 방법들이 있다
[3-4]. 그리고 컬러 영상 또는 텍스쳐 정보와 깊이 영상의

상관도를 이용한 부호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5-7]. 본 논문에서는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의 상관도를

이용하며,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동시에 부호화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즉, 깊이 영상을 같은 시간에 취득된 동일

시점의 컬러 영상과 함께 부호화하여 컬러 영상의 부호화

정보를 이용한다. 그리고 다시점 영상을 부호화에서 사용

하는 참조 구조를 이용하여 깊이 영상에 대한 압축 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Ⅱ.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의 유사성

본 장에서는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의 유사성에 대해서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영상이나 다시점 영상에서

영상간의 중복성을 이용한 부호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

다
[8]. 또한,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도 나타내는 정보의 본질

은 다르지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영상간의 유사성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컬러 영상의 객체 움직임 및 윤곽선 정보는 깊이 영상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림 1은 Ballet 영상에 대해서

깊이 영상과 컬러 영상의 객체 윤곽선에 대한 유사성을 보

여준다. 그림 1(a)의 컬러 영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남자의

윤곽선은 그림 1(b)의 깊이 영상에 있는 남자 윤곽선과 유

사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객체의 윤곽선 정보는 영상

을 매크로블록 단위로 부호화할 때, 각 블록에 대한 블록

모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와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a) 컬러 영상의 객체 윤곽선 (b) 깊이 영상의 객체 윤곽선

그림 1. 깊이 영상과 컬러 영상에서 객체의 윤곽선
Fig. 1. Contour of object at depth map and color image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에서 블록 모드의 유사성을 확인

하기 위해 Ballet 영상과 Breakdancer 영상을 이용하여 모

드 분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

에 대해서 각각 JMVM 참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단일

시점에 대해서 부호화하였다. 

표 1.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에 따른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 분포
Table 1. Distribution of block type of depth map according to color im-
age

      깊이 블록
모드

컬러 블록
모드

0* 1* 2* 3* 기타

Ballet

0 65% 22% 3% 1% 9%

1 38% 37% 4% 2% 19%

2 34% 14% 42% 1% 9%

Break
dancer

0 58% 30% 9% 1% 2%

1 27% 32% 4% 2% 35%

2 34% 9% 26% 1% 30%

* 0:B_direct16x16, 1:B_L0_16x16, 2:B_L1_16x16, 3:B_Bi_16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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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블록 모드 0* 1* 2* 3* 기타

깊이 블록 모드 1 2 0 3 …

표 1은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 0, 1, 2를 가지는 블록에

대해서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를 보여준다. 여기서, 블록

모드는 계층적 B 슬라이스의 블록 모드를 나타낸다.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가 0인 경우,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가 0
인 블록은 평균 61.5% 발생하였으며, 컬러 영상의 블록 모

드가 1과 2인 경우에는 깊이 영상에서 동일한 블록 모드각

각 33.5%와 34%의 확률로 나타났다. 즉,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와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가 같은 확률은 모드가 서로

다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Ⅲ. 제안하는 깊이 영상 부호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가 유사

한 특성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에 대한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를

부호화할 때,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블록 모드의 순서를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즉, 컬러

영상의 블록에서 최적으로 선택된 블록 모드를 깊이 영상 부

호화 시 가장 짧은 비트가 할당되도록 블록 모드 열을 재배

열하여 구성한다. 기존의 MVC에서는 블록 모드번호가낮

을수록더짧은 비트를 할당하고 있으며, 깊이 영상도 MVC
를 사용하여 부호화되기 때문에낮은 블록 모드번호에 짧은

비트가 할당된다. 따라서 컬러에서 발생한 블록 모드를 깊이

영상에서 가장 낮은 블록 모드 번호를 할당한다.

표 2.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가 2인 경우의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
Table 2. Block modes of depth map when a block mode for color image 
is equals to 2

* 0:B_direct16x16, 1:B_L0_16x16, 2:B_L1_16x16, 3:B_Bi_16x16

표 2는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가 2인 경우에 대해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가 2일 때, 깊이 영상에서 블록 모드 2를 의미하는

B_L1_16x16 모드는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와의 상관도를

고려하여 깊이 정보를 위한 블록 모드 0으로 할당한다. 기

존의 블록 모드 0과 1은 모드번호가 하나씩증가되어 각각

블록 모드 1과 2가 되며, 블록 모드 2 이후의 나머지 모드들

은 기존의 블록 모드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if(depth_MB_type == 0)
   depth_MB_type = color_MB_type;
else if(depth_MB_type <= color_MB_type)
   depth_MB_type = depth_MB_type − 1;
else if(depth_MB_type > color_MB_type)
   depth_MB_type = depth_MB_type;

표 3.  복호화기에서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에 대한 구문 해석
Table 3. Decoding process for block mode syntax of depth map at 
the depth decoder

표 3은 제안하는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에 대한 복호화기

의 구문 해석 방법을 보여준다. depth_MB_type은 복호화

기에서 수신한 깊이 영상에 대한 블록 모드를 의미하며, 
color_MB_type은 이전에 복호화된 컬러 영상에 대한 같은

위치의 블록 모드를 의미한다. depth_MB_type이 0인 경우,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를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와 동일한

모드로 해석한다. depth_MB_type이 color_MB_type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는 깊이 영상

의 블록 모드에 1을 빼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depth_ 
MB_type이 color_MB_type보다 큰 경우에는 비트스트림

디코딩에서 얻은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인 depth_MB_type
을 그대로 사용한다. 

Ⅳ. 실험 환경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3D 영상 서비스를 위한 깊이 영상의 부호

화에 있어서,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 정보를 이용한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 부호화 알고리즘을 다시점 비디오 부호

화 기술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JMVM 8.0에 구현하였다[9]. 
제안하는 블록 모드의 적응적 재배열은 계층적 B 슬라이스

의 블록 모드에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JMVM 기반의 깊이

영상 부호화 방법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은 컬러 영상

과 깊이 영상을 가진 영상을 이용하였다. 각 영상에 대해서

QP 13~38(5단위씩)를 사용하여 GOP 크기 15로 100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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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하였다. 엔트로피 부호화는 CAVLC를 사용하였으

며, MVC에서 인접 시점의 컬러 영상을 참조하는 것과 동

일하게 인접한 시점의 깊이 영상을 참조하였다.
 표 4는 두 개의 카메라 시점에 대해서 제안하는 깊이

영상 부호화 방법의 성능을 보여준다. 표 4에서 Rate_L과
Rate_H는 각각낮은 비트율과 높은 비트율 환경을 의미하

며[10], 제안하는 방법은 평균 2.2%의 부호화 성능을 보인

다. 특히비트스트림에서 블록 모드의 비중이 높은 환경에

서 보다 좋은 성능을 내며, 움직임이많은 Breakdancers 영
상에서는 최대 2.9% 비트율 감소를 보였다. 움직임이많은

영상은 높은 번호의 블록 모드가 다수 발생하여 제안하는

블록 모드 재배열에 의해서 비트량을 감소시킬수 있다. 움
직임이 적은 Ballet 영상의 경우에는 깊이 영상에서의 skip 
모드나 낮은 블록 모드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성능

향상을 얻었다.

표 4.제안하는 방법의 부호화 성능
Table 4.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시점 #1 시점 #2

Rate_L(%) Rate_H(%)  Rate_L(%) Rate_H(%)

Ballet -1.405 -1.414 -1.563 -1.522

Breakdancers -2.572 -2.391 -2.935 -2.938

mobile -2.150 -2.476 -2.533 -2.057

평균 -2.361 -2.094 -2.344 -2.172

본 논문의 깊이 영상에 대한 블록 모드는 비트율-왜곡최

적화에 의해 블록 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기존의 깊이 영상

부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블록 모드를 구한 후, 
모드를 비트스트림에 쓰는 단계에서 제안한 모드 재배열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이 높지 않

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따른 깊이 영상

에 대한 블록 모드 분포는 동일하며 깊이 영상에 대한 화질

과 각각의 깊이 영상으로 생성한 합성된 시점 영상의품질

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

고 제안하는 깊이 영상 부호화는 이전의 비트 평면 단위의

깊이 영상 부호화 방법에 비해추가적인 계산량이 없는 장

점이 있으며, 컬러 영상과 동시에 부호화하는 구조를 바탕

으로 추가적인 컬러 영상 부호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의 유사성을 이용

한 깊이 영상 부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컬러 영상의

블록 모드를 바탕으로 깊이 영상의 블록 모드에 대한 비트

를 적응적으로 할당하며,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이 동시에

부호화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JMVM8.0 소프트웨어에 구현하였으며, JMVM 기반의 깊

이 영상 부호화 방법과 비교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1.4～
2.9%의 비트율 감소를 얻었다. 향후에는 컬러 영상에서 다

른 부호화 정보를 참조하여 깊이 영상 부호화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제안한 알고리즘을 비트율-왜곡최적화 과정

에서 포함하여 최적의 블록 모드를 선택하는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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