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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D 영화 콘텐츠처럼 고해상도로 만들어진 입체영상은 저해상도 영상에서는 동일한 3D 깊이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복잡도을 이용하여 깊이맵을 변환하여 입체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에서는 깊이맵의 히스

토그램을 분석한 후에,  깊이맵을 다수의 깊이평면으로 분할한 다음에 깊이 평면을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변환된 깊이평면을 통합하

여 최종 깊이맵을 생성한다. 주관적 평가 실험에서는 입체감 개선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각적 피로도를 검증하였다. 실험에서는

입체감의 개선이 증명되었으며, 영상 해상도가 낮아져도, 입체감은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얻어진 입체영상의 시각적 피로도

검증을 통해서 생성된 입체영상은 피로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high-resolution 3D movie contents frequently do not deliver the identical 3D perception to low-resolution 
3D images. For solving this problem, we propose a novel method that produces a new stereoscopic image based on depth map 
transformation using the spatial complexity of an image. After analyzing the depth map histogram, the depth map is decomposed 
into multiple depth planes that are transformed based upon the spatial complexity. The transformed depth planes are composited 
into a new depth map.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lower the spatial complexity is, the higher the perceived video 
quality and depth perception are. As well, visual fatigue test showed that the stereoscopic images deliver less visual fatigue. 

Keywords : 3D perception, depth map, stereoscopic image, visual fatigue

Ⅰ. 서 론

입체영상은 시청자에게 3D 깊이감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영화나

3DTV 등의 대형 모니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체영상이 제

작되어 왔다. 최근 3D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같이 작은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해상도를 가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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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기기들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저해상도 모바일

기기에서는 대화면 스크린의 영화나 고해상도 영상과 유

사한 3D 입체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영상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3D 입체감은 유사하게 증가

하고, 또한 같은 해상도에서 공간 복잡도가 증가하면, 3D 
입체감은 특정 임계치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1,2]. 이
는 디스플레이와 영상의 해상도가 낮은 경우에는 양안시차

가 디스플레이와 해상도가 큰 영상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지

기 때문에 유사한 입체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

서 영상의 해상도나 재생되는 장치의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입체감이 전달된다. 또한 저 해상도 3D 디
스플레이로 시청할 때 많은 객체들이 복잡하게 구성되면, 
입체영상으로 시청할 때에 쉽게 입체를 느끼지 못하고, 눈
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영상의 공간적 복잡도

(spatial complexity)를 줄여 깊이 인식이 보다 수월하게 느

껴지게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3D 모바일 기기에서는

입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종종 전경과 배경사이에 큰 깊이

공간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대형 디스플레이와 달리

객체들의 깊이 간격이 좁으면 3D를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입체영상은 일반적으로 2대의 스테레오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얻어지는데, 2D영상과 깊이맵(depth map)에서

입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4]. 이

방법은 깊이맵을 변형하여 다양한 입체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기제작된 입체영상을 기하

학적 보정, 색처리 등의 후처리 기술로 보정하는 것 이외에

는 객체들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해상도에서 공간적 복잡도가 증가하

면, 입체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적 복잡도를 조정하여 입체감을 유지 또는 개선하고, 
또한 저해상도에서도 입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를 위해 깊이맵의 변환은 공간적 복잡도를 활용

하는데, 복잡도는 깊이맵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깊이맵

의 복잡도를 활용한다
[5,6]. 관련 연구로는 Feldmann 등이 깊

이값과 변이의 관계가 비선형인 특성을 기반으로 깊이값를

재조절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7]. Redert는 언사프 마스킹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특정 3D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깊이

맵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8]. 상기 연구는 저해상도

에서 3D입체감의 개선을 얻기가 어렵고, 특정 디스플레이

에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전체적인

제안 방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깊이맵 히스토그램을 이

용하여 깊이평면을 얻는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깊이

맵을 변환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안 방법의 실험

결과 및 주관적 평가는 5장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 방법의 개요

제안 방법은 입력 깊이맵의 히스토그램으로부터 깊이평

면(depth plane)을 추출한다. 다수의 깊이평면이 얻어지면

깊이평면의 해당 히스토그램을 변환한 후에, 이 히스트그

램들을 통합하여 최종 출력 깊이맵을 얻는다. 이 깊이맵과

RGB영상으로부터 입체영상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

한 요소는 깊이평면의 히스토그램 변환이다. 서론에서 언

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변환 기법을 구성한다. 
제안 방법의 기본 구조는 그림 1의 블록도에서 보여지며

다음 4 단계로 구성된다. 1) 깊이맵의 히스토그램 처리, 2) 

그림 1. 제안방법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918 방송공학회논문지 2011년 제16권 제6호

깊이맵 히스토그램으로부터 다수의 깊이평면 생성, 3) 생성

된 깊이평면의 변환, 및 4) 출력 깊이맵 생성이다. 깊이맵

히스토그램으로부터 깊이평면을 얻기 위해 히스토그램에

서 여러 개의 임계값을 구한다. 임계값에 따라 깊이평면들

이 얻어지면, 3D 입체감의 향상을 위해, 즉 복잡도를 줄이

기 위해 깊이평면의 깊이범위를 조절한다. 이 깊이평면으

로부터 새로운 출력 깊이맵이 만들어지면, 2D+Depth 기법

으로 좌우 입체영상이 제작된다.

Ⅲ. 히스토그램 기반 깊이평면 생성

영상에서 전경객체들과 배경은 깊이맵에서 깊이평면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깊이평면의 정확한 추출이 필요한데, 일반

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얻어진다. 먼저 영상의 공간

적 복잡도를 정의하고, 깊이평면을 얻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영상의 복잡도

영상의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공간

적 복잡도이다
[5,6]. 깊이맵의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등을 이용하여 영상 깊이의 분포범위와 다수의 객체가 장

면에존재하는지측정할 수 있다. 전체 영상의 복잡도는 다

음과 같이 구해진다. 먼저 M x N 해상도를 가지는 깊이맵

의 평균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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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이용하여 공간적 복잡도의 수학적표현인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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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스토그램 계산

M×N 깊이맵에서 히스토그램 H(i)는 깊이값이 i인 픽셀

의 개수이며, 아래의 식 (3)을 만족한다. 깊이값이 8 비트

(bit)이면,  i 값의 범위는 [0, 255]이다. 

×
 

 




 



   (3)

여기서

  i f  
 

또한 i 까지의 히스토그램을 더한 누적 히스토그램

(cumulative histogram)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

여기서, C(255)=N×M이다.

3. 깊이평면 생성

깊이평면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을 활용한

다. 영상을 전경과 배경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

으로부터 임계값을 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혼

합 모델(Gaussian mixture model: GMM)을 이용한다
[9-11]. 

GMM은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분포를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여러 객체가 다른 깊이 영역

에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방법들을 적용하더라도 만족스

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음의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실험 결과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깊이값 i에서 좌우 윈도우(window) w 값을 설정하고, 식
(5)처럼누적 히스토그램 C에서두주변 값의 차이가 임계

값 T보다 작은 깊이값 i를 깊이맵의 임계값으로 저장한다.

 (5)

여기서, w ＞ 1인 정수이다. T값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임계값인데, 실험에서는 3∼5 값을 사용하였다.
(L+1)개의 임계값 i가 얻어지면, L개의 깊이평면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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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l번째 깊이평면은 다음의 깊이 범위 Rl
D를 가지게

된다.


    min max  ∈… (6)

여기서 l은 깊이평면의 번호이고, 최대는 L이다. Dl
min은

l번째 깊이평면의 최소 깊이값, Dl
max는 l번째 깊이평면의

최대 깊이값을 의미한다. 또한 Dl
min은 il-1이 할당되고, Dl

max

는 il 값이 할당된다. 
식 (1)과 (2)와 유사하게,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각 깊이평

면의 표준편차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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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기서 μl은  번째 깊이평면의 평균 깊이값이고, σl은

번째 표준편차 깊이값이다. Nl은 Rl
D에 포함되는 픽셀의

개수이다.

Ⅳ. 깊이맵의 변환

깊이맵 변환 방법은 그림 2에서 보여진다. 먼저 입력 깊

이평면들이 주어지면, 각 깊이평면의표준편차 를 식 (8)

로부터 얻는다.  는 L개의 깊이평면 표준편차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9)

가 얻어지면 공간적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력 표준

편차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림 2. 반복 깊이맵 변환 방법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iterative depth map transformation

깊이맵 변환 방법은 그림 2에서 보여진다. 먼저 입력 깊

이평면들이 주어지면, 각 깊이평면의표준편차 를 식 (8)

로부터 얻는다.  는 L개의 깊이평면표준편차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0)

여기서 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값으로  ∈  인 실

수이다.

가 정해지면, 가 보다 작아질 때까지 깊이평면

의 표준편차를 감소함으로써 깊이평면의 깊이값의 범위

(range)를 줄인다. 가 큰 깊이평면부터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깊이평면을 값에 따라 정열(sorting)을 한다. 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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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5개의 깊이평면
       Fig. 4. Five depth planes

된 순서로 깊이 평면의 깊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은 식

(11)를 이용하여 깊이 평면의 깊이범위를 조절한다.

min  ⋅min

max  ⋅max (11)

                                     
여기서, El

min과 El
max은축소된 l번째 깊이 평면의 최소값

및 최대값이다. Dl
min과 Dl

max는 식 (6)에서 정의된다. 는
감소비율로, 실험에서는 0.05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D = [Dl

min, Dl
max]은 식 (12)의 선형 변환식을 이

용하여 새로운 깊이값 E =  [El
min, El

max]로 변환된다.

max min

max min

⋅min min (12)

변환된 E의표준편차를 계산한 후에, L개의 깊이평면표

준편차의 합 를 계산하고, 이 값이 보다 작으면끝난

다. 아니면, 다음 깊이평면을 처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깊이

평면이 처리되면 다시 첫 번째 깊이평면부터 시작한다.

Ⅴ.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에서는 실험영상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고 얻어

진 영상에 3D 입체감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관적 시각

피로도의 측정을 통해 입체감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영
상 및 깊이맵의 해상도는 1920 × 1080이다. 첫 번째 영상

은 MSR Breakdancer로 영상과 깊이맵은 그림 3에서 보여

진다
[12].

  

그림 3. Breakdancer의 영상과 깊이맵
Fig. 3. RGB image and depth map of Breakdancer [12]

제안한알고리즘으로 얻어진 깊이 임계값은 6개이고, 값
은 38, 45, 70, 149, 210, 216이다. 따라서 깊이평면은 5개이

다. 깊이멥의 최소 및 최대값은 38 및 216이다. 그림 4는
얻어진 5개의 깊이평면을 보여준다. 또한   = 1,109이다. 

표 1은 각 깊이평면의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

에서 은 0.9, 0.8, 0.7, 0.6으로 하여 실험하였다. =0.05를

이용하였고, 은 0.9인 경우에 깊이평면 4의 값이 411에

서 298로 감소하였고, =996을 얻었다. =0.8인 경우에

=0.05에서 모든 깊이평면 처리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입력

표준편차

출력

표준편차

깊이평면 
=0.9
=998

 =0.8
=887

=0.7
=776

=0.6
=665

1 43 43 39* 39* 39
2 82 82 68* 68* 55.0
3 359 359 289* 188* 108.0
4 411 298* 176* 176* 176.0
5 214 214 214* 214* 214.0

   1,109 996 786 685 592

표 1. 깊이평면의 입력 및 출력 표준 편차값. *는 변경된 값을 표시함.
Table 1. Input and output standard deviations of depth planes. * in-
dicates chang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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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값에 따라 생성된 깊이평면 (a) =0.9에서의 깊이평면 4, (b) =0.8에서의 5개의 깊이평면, 및 (c) =0.7에서의 5개의 깊이평면

Fig. 5. Depth planes generated by . (a) depth plane 4 at =0.9, (b) five depth planes at =0.8, and (c) five depth planes at =0.7

      

(a) (b) (c) (d)

그림 6. 입력 및 출력 깊이맵의 히스토그램. (a) 원본 깊이맵 (b) =0.9, (c) =0.8, 및 (d) =0.7

Fig. 6. The histograms of input and output depth maps. (a) input depth map and transformed depth maps at (b) =0.9, (c) =0.8, and (d) =0.7

를 얻지 못해서, =0.1로 증가하면 깊이평면 4에서 

=786으로 종료되며 =0.7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0.05에
서 만족하는 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0.1로 증가

하면 깊이평면 4와 3에서   = 685로 종료된다.

표준 편차가 가장 컸던 깊이평면 4와 3에서 가장 많은

값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으며 그림 5는 에 따라 얻어진

깊이평면들을 보여준다. =0.9인 경우에는 깊이평면 4만

재생성되었고 =0.8과 =0.7에서는 모든깊이평면을 재생

성하였지만 깊이평면 4와 3의 변화량이 가장 컸다. 그림 5

는  값에 따라 생성된 깊이평면들을 보여준다. 그림 5(a), 

(b), (c)는 각각  =0.9, 0.8, 0.7인경우에 얻어진 깊이평면

을 보여준다.

그림 6은 입력 깊이맵의 히스토그램과  값에 따라 생성

된 깊이맵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 가 감소함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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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c)

그림 8. 입력 및 출력 깊이맵의 히스토그램. (a) 입력 깊이맵 (b) =0.9, (c)=0.8, (d) =0.7

Fig. 8. The histograms of input and output depth maps. (a) input depth map and transformed depth maps at (b) =0.9, (c) =0.8, and (d) =0.7

  

그림 9. Castle 영상의 텍스쳐와 깊이맵
Fig. 9. RGB image and depth map of castle sequence 

각의 깊이평면에서편차가 줄어드는폭이커져서 나누어진

깊이평면 사이에 깊이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공간적 복잡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실험영상은 그림 7의 MSR의 Ballet 영상이다. 이

실험영상에서는 4개의 깊이평면이 생성되었다. 실험결과는

표 2에서 보여준다.

  

그림 7. Ballet의 RGB 영상과 깊이맵
Fig. 7. RGB image and depth map of Ballet sequence [12]

 

그림 8은 입력 깊이맵과 에 따라 얻어진 출력 깊이맵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 그림 8(a)와 비교하여 변환된 입력

깊이맵 (b), (c), (d)는 상대적으로 깊이평면의 간격이 더커

입력

표준편차
출력 표준편차

깊이평면 

=0.9
=1341

 =0.8
=1192

=0.7
=1043

=0.6
=894

1 45 45 40* 31* 31

2 956 824* 582* 325* 325

3 260 205.0 205* 205* 205

4 229 229.0 229* 229* 229

  1,490 1,303 1,056 790 790

표 2. 깊이평면의 입력 및 출력 표준 편차값. *는 변경된 값을 표시함.
Table 2. Input and output standard deviations of depth planes. * in-
dicates changed values

짐으로써, 공간적 복잡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실험영상은 그림 9의 Castle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

는 깊이평면 3개가 생성되었다.
표 3은 각 깊이평면과 깊이값의표준편차와 실험으로 인

해새롭게 생성된 깊이평면들의 깊이값의표준편차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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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0. 원본 깊이맵의 히스토그램과 각각 생성된 깊이맵의 히스토그램. (a) 원본 깊이맵 (b) =0.9, (c) =0.8, (d) =0.7

Fig. 10. The histograms of depth maps. (a) input depth map and transformed depth maps at (b) =0.9, (c) =0.8, and (d) =0.7

입력

표준편차

출력

표준편차

깊이평면 
=0.9

=2,005
 =0.8
=1,782

=0.7
=1,559

=0.6
=1,336

1 70 70 63* 63* 63

2 148 148 126* 126* 126

3 2,010 1,640* 1,036* 1,036* 1,036

  2,228 1,858 1,225 1,225 1,225

표 3. 깊이평면의 입력 및 출력 표준 편차값. *는 변경된 값을 표시함
Table 3. Input and output standard deviations of depth planes. * in-
dicates changed values

다음 그림 10은 값에 따른 각각의 깊이맵의 히스토그램

을 보여준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값이 0.7보다 작아지

면, 깊이평면의 변화는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D+Depth 방식으로 출력 깊이맵으로부터 좌우 입체영

상을 생성하였다. 실제 입체감을 비교하기 위해 원 깊이맵

과 변환된 깊이맵의 입체영상을 비교 확인하여 입체감의

개선 여부 및 이에 따른 피로도를 검증하였다. DSCQS 
(Double Stimulus Continuous Quality Scale) 방식을 채택

하였으며[13], 피실험자에게 입력 입체영상과 변환된 입체영

상을 보여주면서, 입체감의 향상 여부를 점수로 평가하였

다. 실험에는 10명이 참여하였으며, 피실험자들은 입체영

상 시청의 경험이 있다. 남녀의 비례는 5:5로 하였다. 입체

영상을 5초 동안 시청한 후에 평가했는데, 평가 점수는 다

음의 1~5의 값으로 분류하였다: 전혀 입체향상이 없음 (1
점), 입체향상이 조금 있음 (2점), 입체향상이 중간정도임

(3점), 입체향상이좋음 (4점), 입체향상이매우좋음 (5점). 
2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입체감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3의 그래프는  값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감 향상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가 작을수록, 즉 공간적 복잡도가

줄어들수록 입체감은 더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값에 따른 3개의 실험영상의 입체감 향상 평가 점수
Fig. 11. Subjective grade for 3D perception improvement with respect 
to  for three test images

그림 12는 영상의 해상도과 입체감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그래프의 x-축은 영상의 스케일 값

(scale factor)을 가리킨다. 값이 1이면 원영상의 1,920 x 
1,080 해상도이고, 0.5이면 960 x 540이다. y-축은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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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영상 해상도와 입체감 향상 평가 점수. 영상 스케일 값 의 값은 0.2 ~ 0.9이다. (a) Breakdancer, (b) Ballet, 및 (c) Castle
Fig. 12 Subjective grade for 3D perception improvement with respect to image scale factor. The scale factor is varied at [0.2, 0.9]. (a) Breakdancer, 
(b) Ballet, and (c) Castle

평가 점수이다. 또한 영상의 스케일이 0.2일 경우에는 영

상의 해상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작

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영상의 스케일 비율이 0.4에서

0.8까지는  값에 따른 입체감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을알수 있다.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영상의 특성에 따

라 입체감의 증감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값이 0.7이하일 경우에는 입체감 개선의효과가 있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Ballet의 경우 다른 실험영상보다 객체

구조가 단순하며 깊이맵의 경우 배경과 전경 객체의 차이

가 뚜렷하고 부각되고 전경 객체의 위치가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효과가 더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축소 비율이 0.6이고, =0.6이면 평가점수가 2.8인
데, 입체감이 있는 영상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

간적 복잡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시각적 피로도(visual fatigue) 평가의 경우 입

체감 평가의 실험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고
[14][15], 주

관적 평가에 사용된 점수는 다음과 같다: 매우 (severe) 
피로함 (1점), 피로함 (2점), 좀 (moderate) 피로함 (3점), 
약간 (slight) 피로함 (4점), 전혀 (not at all) 피로함 없음

(5점). 평가 방법은 입체감 향상 평가와 유사하게 진행되

었다. 그림 13은  값에 따른 주관적 피로도의 평가 그래

프를 보여준다. 입체감의 개선을 위한  값이 줄어들어

도 피로도의 점수가 변화가 없거나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   값에 따른 주관적 피로도의 평가 점수
Fig. 13  Subjective evaluation of visual fatigue with respect to 

다음 그림 14는 각각의 영상별로   값과 영상의 해상도

를 달리하여 얻은 그래프이다. 영상의 해상도가 줄어들수

록 원 입체영상보다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입체감이 줄어들

기 때문에 피로감 역시 줄어들어 점수가 크게 변화 하지

않는 것을볼수 있다. 이 결과 생성되는 입체영상의 입체감

을 개선하기 위해 값을 변경하더라도 입체감 개선에 따른

피로도는 변함없거나 점수가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

다. 이 피로도 또한 영상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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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값과 영상의 해상도에 따른 주관적 피로도 평가. 스케일 값은 0.2부터 0.9이다.
Fig. 14. Subjective evaluation of visual fatigue with respect to image resolution. Scale factor  is varied at [0.2, 0.9]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같은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해상도가 작은 영상에서 입체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깊이맵 기반으로 생성된 입체영상에서 영

상의 공간적 복잡도가 커지면 다양한 입체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해상도가 작은 영상에서는 동

일한 입체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깊이맵의 히스토그

램과 깊이값의 편차를 이용하여 깊이맵의 깊이값 분포와

복잡도를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깊이평면을 생성

하였다. 깊이맵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깊이평면의 변환

을 수행한 후 얻어진 최종 깊이맵으로부터 출력 입체영상

을 생성하였다. 실험에서는 공간적 복잡도를 조절하는 팩

터인 가 작을수록, 즉공간적 복잡도가 줄어들수록 입체감

은 더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해상도 입체영상

에서도 입체감은 유지되고, =0.6일 때에도 3.0이상의 입체

감을 유지하였다. 주관적 피로도 측정에서도 영상 해상도

에 관계없이 4.0이상의 값을 유지하여서 거의 피로도를 느

끼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제안 기술은향후 3D콘텐

츠 제작 분야에서 고해상도 입체영상을 저해상도로 제작할

때에 고려할 기본 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입체

영상의 제작은 다양한 기기에 우수한 품질의 입체영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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