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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상 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려짐 영역(occlusion region)을 보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가려짐 영역 보상 기법들이 가려짐 영역이 발생한 주변 화소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평균값 또는 중간값을 이용하여 보상하

기 때문에 시차의 분포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상된 영역에서 시차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편향치 또는 특징점 기반의 영상 크기 조절 방법인 심카빙(seam carving) 기법의 기본 원리를 응용

하여 가려짐 영역을 보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에서는 먼저 소벨 마스크(Sobel mask)를 사용해 영상의 에지 맵을 검출하

고, 이진화 과정과 세선화 과정을 거친 후 심카빙 기법을 응용하여 원 영상과 세선화 된 에지 맵의 에너지 패턴을 구한다. 구한 에너

지 패턴으로 가려짐 영역을 보상하게 된다. 다양한 영상에 적용하여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실험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보상 방법에

비해 영상의 중요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려짐 영역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cclusion compensation algorithm which is used for virtual view generation. In general, since 
occlusion region is recovered from neighboring pixels by taking the mean value or median value of neighbor pixels,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a given image are not considered and consequently the accuracy of the compensated occlusion regions is not 
guaranteed. To solve these problem,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considers primary visual characteristics of a given image to 
compensate the occluded regions by using seam carving algorithm. In the proposed algorithm, we first use Sobel mask to obtain the 
edge map of a given image and then make it binary digit 0 or 1 and finally thinning process follows. Then, the energy patterns of 
original and thinned edge map obtained by the modified seam carving method are used to compensate the occlusion regions. 
Through experiments with many test images, we verify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ed better than conventional algorithms. 
 

Keyword : Seam carving, Occlusion, Zhang Suen Thinning, Sobel mask

Ⅰ. 서 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영상 재현 시 사용자들의 몰입감과

임장감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최근 3차원(3 Dimensional;3D) 입체 콘

텐츠가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을 받고 있다. 3D 입체 영상과

관련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최근 3DTV의 등장 및 3DTV 방송 서비스와 더불어

3D 입체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3D 디스플레이는 좌, 우 영상으로 구성되

는 스테레오 영상을 재현한다. 그러나 시점이 두 개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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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식 다시점 3D 디스플레이에서의 재현을 위해서는

시점 수만큼의 영상이 필요하다. 다시점 3D 영상을 획득하

기 위해서는 시점 수만큼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

으나 데이터양이 많아져 전송시 큰 대역폭(bandwidth)이
필요하고, 저장 시에도 큰 용량의 저장 매체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영상의 획득 단계에서도 다수의

카메라를 보정(calibration)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우며 사실

상 정확히 보정된 다시점 영상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기존의 스테레오 좌, 우 영상을 참조 시점(refer- 
ence view)으로 하거나 한 시점의 영상과 깊이 카메라로부

터 획득한 깊이 지도(depth map)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점

의 중간 영상(intermediate view)을 생성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더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시점의 영상과

대응하는 깊이 지도를 이용하여 가상 시점을 생성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시점의 영상을 가지고

중간영상을 생성할 경우 깊이 값에 따른 각 화소들의 이동

으로 인하여 가려짐 영역(occlusion region)이 발생하고, 이
러한 가려짐 영역으로 인하여 생성된 영상의 화질을 보장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시점 3D 입체영상을 생성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가려짐 영역을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까지 다양한 중간영상 생성 기법이 제안되었다. Fehn

은 단일 시점 영상과 그에 대응하는 깊이 지도를 기반으로

영상획득 과정부터 압축, 전송, 합성 과정을 포괄하는 프레

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1]. Fehn은 가려짐 영역에 대하여 가

우시안 보상 기법을 적용하였지만 기하학적 왜곡이 발생하

여 세밀한 보상 작업이 어렵다. 인페인팅(in-painting) 기술

도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 인페인팅을 통

한 보상법은 오차가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넓은 영역의 보상

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2]. 또한, 크로핑(cropping)은 영

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거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영

상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법으로, 영상의 에너지 편향치 또는

특징점을 사용하여 보상한다
[3].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내에 중요 객체가 존재하여야 하며, 임의로

영상에 적용하면 중요 정보가 제거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심카

빙(seam carving) 기법의 기본원리를 응용하여 가려짐 영역

을 보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심카빙 기법은 에너지 편향

치 또는 특징점을 기반으로 영상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이며 등방형심(isotropic seam)으로 구성되고 영상 내 중요

객체들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속적인 일차원 심

(seam)을 정의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안정적

으로 영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4-9].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먼저 소벨 마스크

(Sobel mask)를 사용하여 영상의 에지 맵(edge map)을 검

출하고, 이진화 과정과 세선화 과정을 거친 에지 맵을 구한

다
[10]. 이렇게 구한 에지 맵과 원 영상으로부터 심카빙 기법

을 이용하여 에너지 패턴을 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위에

서 구한 에너지 패턴은 가상 시점 생성 시 발생하는 가려짐

영역을 보상하는데 사용된다. 이 경우 영상의 특징점과 방

향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영상의 중요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려짐 영역을 최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영상의 에너지

패턴을 최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에지 검출 및 검출된 에

지 맵의 이진화 과정과 세선화 과정을 소개하고 논문에서

제안하는 심카빙 방법을 응용한 가려짐 영역 보상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다양한 실험 영

상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였으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가려짐 영역 보상 기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려짐 영역 보상 기법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낸다. 먼저 2차원 영상이 입력으로 들어

오면 소벨(Sobel) 마스크를 이용하여 주어진 영상의 에지를

검출하고 검출된 에지가 0과 255의 값을갖도록이진화 과

정을 거친다. 이진화된 에지 맵은 세선화 과정을 통해 주요

정보만을남기게 된다. 세선화 과정을거친 에지 맵과 주어

진 원 영상으로부터 심카빙 기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패턴

을 구하고, 에너지 값이 작은 패턴들을 이용하여 영상의 중

요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려짐 영역을 효율적으로

보상하게 된다.  



안재우 외 : 심카빙 기반 가려짐 영역 보상 기법 575

(a) Teddy

   

(b) Lovebird 

   

(c) Tsukuba

(d) Teddy

   

(e) Lovebird

   

(f) Tsukuba

그림 3. 원 영상 (첫 행)과 검출된 에지 영상 (두번째 행)
Fig 3. Original image(the first row) and extracted edge map (the second row)

그림 1. 제안하는 보상 기법의 흐름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algorithm  

1. 에지 검출 및 세선화 과정

제안한 기법에서는 먼저 그림 2의 소벨 마스크(Sobel 
mask)를 이용하여 영상의 에지 성분을 검출한다. 이 과정은

심카빙 기법에서 에너지 패턴을 얻는 과정의 정확성을 높

이고, 잡음에 강건하고, 또한 신뢰성 높은 에너지 패턴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그림 2. 소벨 마스크(Sobel mask) 
Fig 2. Sobel mask 

그림 3은 소벨 마스크를 이용하여 검출된 에지 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의 에지 성분의 검출 결과를 보면잡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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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ddy

   

(b)  Lovebird

   

(c) Tsukuba 

그림 4. 이진화된 에지 영상
Fig 4. Binary edge map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여러 화소에걸쳐에지 성

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경계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에지 성분은 제거하는

데, 이를 위하여 세선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소벨 마스크를 이용하여 검출된 에지 영상에 식 (1)에서

정의된 임계값을 적용하여 이진화 작업을 수행한다. 즉임

계값 보다 크면 에지 성분으로판단하고 255의 값을 할당하

며, 작으면 배경으로 판단하여 0의 값을 할당한다. 
                    

 ×  (1)

여기서 num_pixel은 영상의 전제 화소수이고, rate는 히

스토그램분포로 결정되는 임의의 비율이며 0부터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때 임계값을 결정하는 rate 값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세선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4의 (a), 
(b)와 (c) 영상은 그림 3의 (d), (e)와 (f)의 에지 맵을 각각

이진화한 결과이며, 에지 성분이 많이 단순화된 것을알수

있다.
단순화된 에지 영상에 세선화 과정을 적용하여 그 형태

특성만 남도록 만든다. 사용된 세선화 기법은 Zhang-Suen
이 제안한 기법으로 크게 두 과정으로 구성된다[11]. 두 과정

모두 세선화 대상 화소를 중심으로 이웃 화소(8-neighbor)
에 대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연결성 여부를 조사하여 일정

한 조건을 만족하면배경으로 상태를바꾸게 된다. 먼저 그

림 5에서 해당 화소를 p(i,j)라고 하면, 8개의 이웃 화소 중

에 에지에 해당되는 화소가 적어도 2개~6개 존재하여야 하

며, 이들의 연결 관계인 연결수가 1이어야 한다. 연결수는

화소의 상태가 에지에서배경즉, 이진화된 에지의 경우흰

색에서 검은색으로바뀌는 상태로 정의한다. 또한 해당 화

소 p(i,j)를 기준으로 p(i,j-1), p(i-1,j), p(i,j+1) 화소 중 적어

도 하나의 화소가 배경 화소이고 동시에 p(i-1,j), p(i+1,j), 
p(i,j-1) 화소 중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화소는 배경 화소가

되어야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화소는 배경 화소로

바뀐다. 
두 번째 과정도 비슷한 조건을 가진다. 첫 번째 과정의

조건에, 화소 p(i-1,j), p(i,j+1), p(i+1,j) 중 하나가배경 화소

이고 동시에 화소 p(i,j+1), p(i+1,j), p(i,j-1)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배경 화소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 조

건을 만족하게 되면 해당 화소는 역시 배경화소로 바뀌게

된다. 
 

 

그림 5. 해당 화소 p(i.j)와 주변화소
Fig 5. Pixel p(i,j) and its neighbor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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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결수 2 (b) 연결수 1 (c) 연결수 2 (d) 연결수 1 

그림 6. 연결수에 따른 세선화 조건의 예
Fig 6. Example of edge thinning condition

(a) Teddy

   

(b) Lovebird

    

(c) Tsukuba

 

그림 7. 세선화된 에지 영상
Fig 7. Edge map after thinning process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세선화 기법의예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대상 화소인 0번 화소의 이웃 화소인 1
번 화소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검색이 시작되고 에지가 배

경으로바뀌는 부분을 만나면 연결성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연결수를 1만큼 증가한다. 그림 6(a)의 경우 4번 화소가흰

색(에지)이고 5번 화소가 검정색(배경)이 되므로 연결수가

1로 되고, 6번화소와 7번화소에서 역시 같은 관계가 있으

므로 최종연결수는 2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위의 조건

에 위배되므로 화소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6(b)의 경우는 4번화소와 5번화소에서만 연결성이 있으므

로 연결수가 1이 되고, 앞에서언급한 해당화소가배경 화

소로바뀌는 조건을모두 만족하게 된다. 그림 6(c)와 그림

6(d)도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7의 (a), (b)와 (c)는 그림 4의 (a), (b)와 (c)의 이진화

된 각각의 에지 맵에 세선화 과정이 적용된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중요한 에지 성분만 남고 잡음 성분에 해당되는

에지 성분들이 많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2. 심카빙 기법을 이용한 에너지 패턴 검출

심카빙 기법이란각 화소간의 에너지 차이즉화소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에너지 패턴이나 가장 큰 에너

지 패턴을찾아 중요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영상의 크기

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4-9]. 본 논문에서는 심카빙 기법의 기

본 원리를 이용하여 영상 내에서 에너지 변화가 가장 작은

부분을 찾는다. 주어진 영상의 첫 번째 행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 아래에 존재하는 이웃 화소 간의 화소 값 차이를

구하여 차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패턴을찾게 된다. 최종
에너지 패턴을 세로 방향으로 찾는 이유는 가려짐 영역의

발생이 주로 세로 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8(a)과 같이 5x3 크기의 영상이 있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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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너지 패턴 값 : 1 (b) 에너지 패턴 값 : 2 (c) 최종 에너지 패턴

그림 8. 에너지 패턴 찾는 과정
Fig 8. The process of finding the energy pattern

(a) Teddy

   

(b) Lovebird

   

(c) Tsukuba

   

(d) Teddy

   

(e) Lovebird

   

(f) Tsukuba 

그림 9. 원 영상 (첫 행)과 에지 맵 (두번째 행)의 에너지 패턴
Fig. 9. Energy patterns of original image (the first row) and edge map 9 (the second row)

첫번째행의처음 화소부터 에너지 패턴을 구하게 되고, 
두 번째 행의 이웃 화소와의 화소 값 차이를 구한다. 처음

화소의 경우 두 개의 이웃화소가 존재하며 화소 값 차이는

각각 4와 1이 된다. 이 중에서 1의 값이 작기 때문에 2의
값을갖는 두번째행의 두번째화소로 에너지 패턴이 형성

된다.  다음에는 이 화소부터 다음 행으로의 에너지 패턴을

찾게 된다. 즉 그림 8(b)와 같이 세 번째 행의 3개의 이웃

화소와 화소 값 차이를 구하여 각각 2, 1, 3을 얻게 되고 

역시 1의 값이 가장 작음으로 3의 값을갖는 두번째화소로

에너지 패턴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마지막 행까지

가장 작은 화소 값의 차이를갖는 에너지 패턴을 구하게 되

면 그림 8(c)와 같은 최종 에너지 패턴을 얻게 된다. 이때

구한 에너지 패턴의총에너지는 2가 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기법에서는 주어진 영상에서첫행의모든화소에 대하

여 위의 과정을 수행하여 각 화소에 대한 에너지 패턴의 값

을 구하게 된다. 가상 시점 영상 생성 시 화소가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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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상시점 영상 생성
       

(b) 가려짐 영역 발생

그림 10. 깊이 맵을 이용한 가상 시점 영상 생성
Fig. 10. Virtual image generation by using depth map

(a) Teddy

   

(b) Lovebird 

   

(c) Tsukuba

(d) (a)의 확대 영상

   

(e) (b)의 확대 영상

   

(f) (c)의 확대 영상

  

그림 11. 생성된 가상시점 영상에서의 가려짐 영역
Fig. 11. Occlusion region of generated virtual view images

좌우 화소 수만큼 에너지 값이 작은 패턴을찾아 가려짐 영

역을 보상하는데 사용한다. 그림 9는 원 영상과 에지 맵의

에너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에지 맵의 에너지 패턴

도 위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게 구하게 된다.

3. 가상 시점 영상의 생성

가상시점 영상은 원 영상과 대응하는 깊이 지도(depth 
map)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먼저 주어진 깊이 값을 이용하

여 좌, 우 영상의 시차를 구한다. 0과 255사이의 값을갖는

깊이 값을 64개의 값을갖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

역을 2부터 5의 값으로 나눈값을 각 깊이 값의 최대 시차

값으로 정하였다. 그림 10(a)에 보인바와 같이 원 영상으로

부터 깊이 지도와 대응되는 화소를 구한 시차만큼 이동하

면 가상 시점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0(b)는 이때

발생하는 가려짐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12].  

그림 11에 생성된 가상 시점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11의 (a), (b)와 © 영상에서 사각형 안의 영역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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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ddy

  

(b) Lovebird

  

(c) Tsukuba

(d) Teddy

  

(e) Lovebird

  

(f) Tsukuba 

그림 12. 실험에 사용된 원 영상(첫 행)과 깊이지도 (두번째 행)
Fig. 12. Original image(the first row) and it's depth map(the second row) used for experiment

면 그림 11의 (d), (e)와 (f)와 같고 가려짐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발생하는 가려짐 영역을 보상하기 위해 2.2절에서 구한

원 영상과 에지 맵의 에너지 패턴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는 좌 영상을 원 영상으로 하고, 우 영상에 해당되는 가상시

점을 생성하기 때문에 가려짐 영역이 좌측에 발생하고 따

라서 좌측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에너지 패턴의 값을 이

용하여 보상한다. 이때 원 영상과 에지 맵의 에너지 패턴

중 중복되는 가장 가까운 에너지 패턴을 이용하여 가려짐

영역을 보상하게 된다. 

III.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그림 12에 보인 미들베리(Middlebury) 
스테레오 비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Teddy> 영상과

<Tsukuba> 영상, 그리고 MPEG에서 제공하는 <Lovebird>

의 원 영상과 깊이 지도를 실험 영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

는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좌, 우 스테레오 영상 중에서

좌 영상을 원 영상하고 우 영상에 해당되는 가상시점 영상

을 생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현재까지 성능이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Non-local mean filter와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Non-local mean filter는 3x3 크기의 블록을 설정하여 가려

짐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변 화소를 이용해 평균값들

을 구하고 이 평균값에 적당한 가중치를 주고 가려짐 영역

을 보상하는 기법이다
[13,14]. 

그림 13의 (a), (b)와 (c)는 기존 기법인 Non-local mean 
filter를 이용하여 가려짐 영역을 보상한 결과이다. 직선 영

역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중요 객체가 손상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의 (d), (e)와 (f)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가려짐 영역을 보상한 결과 영

상이다. Teddy 영상에서는 중요 객체들이 손상되지 않고

가려짐 영역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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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ddy

  

(b) Lovebird

  

(c) Tsukuba

(d) Teddy

  

(e) Lovebird 

  

(f) Tsukuba

그림 13. 기존 기법(첫 행)과 제안하는 기법(두번째 행)이 적용된 결과 영상
Fig. 13. results of a conventional(the first row) and the proposed algorithms(the second row)

 

(a) 기존 기법 적용 결과

     

(b) 제안한 기법 적용 결과

그림 14. 그림 13(a)와 (d)의 보상된 Teddy 영상의 확대모습
Fig. 14. Partially zoomed-in Occlusion region of Teddy image in Fig. 13(a) and (d)

있다. Lovebird 영상의 경우는 좌 상단에 있는 소나무 부분

에서 발생하는 가려짐 영역에 대해 기존의 기법보다 자연

스러운 보상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

존 기법보다는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할 경우보다 자연스럽

게 보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의 (a)와 (d)를
확대하면 각각 14의 (a)와 (b)와 같고 성능의 차이를 확실하

게 알수 있다. 이때 그림 14의 (a)와 (b)는 각각 서로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보상한 것이므로 영상의 크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객체 내에서도 가려짐 영역이 발생하므로 가

려짐 영역을 보상하는 기법에 따라 객체 부분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화질평가도 수행하였다. ITU-R 권고로서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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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이중자격 연속품질척도법인 DSCQS(Double Sti- 
mulus Continuous Quality Scale)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Excellent(5), Good(4), Pair(3), Poor(2), Bad(1)의 5 단계로

평가하였다
[15]. 화질 비교를 위하여 생성된 가상시점 영상

과 원래의 우 영상과 화질 비교를 하였다. 실험 영상의 원본

우 영상을 화질 평가에 사용한 이유는 정확한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화질 평가를 위하여 보통의 평가

자 20명을 대상으로 각각 같은 위치에서 A, B, C 세 개의

영상을 교대로 보여주고 영상의품질을 평가하도록하였다. 
A 영상은 원본 우영상이고, B 영상은 기존 기법으로 보상한

결과 영상이며, C 영상은 제안하는 기법으로 보상한 결과

영상이다. 이때 “A 영상 - 회색영상 - B 영상 - 회색영상

- C 영상” 순서로 반복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A, B, C 영
상은 각각 10초간, 사이사이의 회색영상은약 3초간 보여주

었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제안한 기법으로 보상한모든실

험 영상에 대하여 화질이 우수하다는 결과를알수 있다
[16]. 

표 1. 주관적 화질 평가표 및 결과
Table 1. DSCQS table and result

등급
A 영상

(원본 우 영상)

B 영상
(기존 알고리즘
보상 영상)

C 영상
(제안한 알고리즘
보상 영상)

Bad (1)

 Poor (2)

Fair (3) Teddy 
Tsukuba 

Good (4) Lovebird 
Teddy 

Lovebird 
Tsukuba 

Excellent 
(5)

Teddy 
Lovebird 
Tsukuba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카빙(seam carving) 기법의 기본 원리를

응용하여 가려짐 영역을 보상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기법에서는 먼저 소벨 마스크(Sobel mask)를 사용하

여 영상의 에지 맵(edge map)을 검출하고, 이진화 과정과

세선화 과정을 거친 에지 맵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에지

맵과 원 영상으로부터 심카빙 기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패

턴을 구하게 되고 작은 값의 에너지를 가지는 패턴을 이용

하여 가상 시점 생성 시 발생하는 가려짐 영역을 보상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 경우 영상의 특징점과 방향성이 고려되

기 때문에 영상의 중요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려짐 영

역을 최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실험결과에서도 기존의 보

상 기법보다 영상의 상관관계와 중요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최적으로 가려짐 영역을 보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관적 화질평가를 통하여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가상시점 영상의 화질이 우수하고 어지러움증 등의

유발 효과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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