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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유시점 또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나 홀로그래픽 비디오 서비스 등을 목표로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에서 좌/우 깊이영상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이 깊이영상들은 카메라 보정과 영상보정이 수행되었다고 가정한다. 
제안한 방법은 깊이 당 변위증분을 계산하여 사용하며, 이 변위증분은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좌/우 깊이영상을 스테레오 정합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변위증분을 사용하여 해당 깊이값의 위치를 원하는 중간시점 깊이영상에서 찾는다. 중간시점 깊이영상은 좌영상과 우

영상으로부터 각각 생성하며, 잡음을 제거하고 홀 필링을 수행한 후 두 영상을 결합하여 최종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한다. 제안한 방

법을 구현하여 여러 테스트 시퀀스에 적용한 결과, 생성된 중간시점 깊이영상의 화질은 평균 PSNR 33.84dB이었으며, HD급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초당 한 프레임 정도 생성하는 속도를 보였다. 이 화질은 테스트 시퀀스들의 비균질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좋은 화질이라 판

단되며, 향후 수행속도를 더욱 향상시키면 제안한 방법은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generate a depth image at an arbitrary intermediate view-point, which is targeting a video 
service for free-view, auto-stereoscopy, holography, etc. It assumes that the leftmost and the rightmost depth images are given and 
they both have been camera-calibrated and image-rectified. This method calculates and uses a disparity increment per depth value. 
In this paper, it is obtained by stereo matching for the given two depth image by considering more general cases. The disparity 
increment is used to find the location in the intermediate view-point depth image (IVPD) for each depth in the given images. 
Thus, this paper finds two IVPDs, from left image and from right image. Noises are removed and holes are filled in each IVPDs 
and the two results are combined to get the final IVPD. The proposed method was implemented and applied to several test 
sequenc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quality of the generated IVPD corresponds to 33.84dB of PSNR in average and it takes 
about 1 second to generate a HD IVPD. We evaluate that this image quality is quite good by considering the low correspondency 
among the left images, intermediate images, and the right images in the test sequences. If the execution speed is improved, the 
proposed method can be a very useful method to generate an IVPD at an arbitrary view-point, we believe.

Keyword : depth map, intermediate view-point, depth camera, stereo matching, disparity inc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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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9년부터 본격화된 스테레오 3차원(3-dimensional, 
3D) 영상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3D를 벗어나 시점에 제약

이 없는 3D 영상에 대한 욕구로 발전되고 있다. 시점에 제

약이 없는 영상에는 자유시점(free view-point) 영상과 오토

스테레오스코프(auto-stereoscope)가 포함된다
[1][2]. 자유시

점 영상은 2D영상을 주로 지칭하며, 시청자의 위치에 맞는

또는 시청자가 희망하는 시점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기술은 파노라마 영상을 송신

하여 수신측에서 원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영상을 취하는

등, 여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오토스테레오스코프는 자

유시점을 스테레오 영상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청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스테레오 3D영상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것은 또한 다시점(multi-view point) 
스테레오스코프의 시점을 거의 무한대로 늘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좌/우안에 강제로 시차를 갖는 영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에 3D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홀로그래

피 기술은 궁극적인 3D영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3]. 홀로그

램 영상 또한 시청자의 눈의 위치에 따라 해당 방향의 홀로

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4].

위의 모든 기술에서의 문제는 모든 시점을 포함하기 위해

서는 데이터양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의 기술발전은 송신측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신측

에서 그 정보를 사용하여 필요한 시점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

다. 필요한 시점의 3D영상의 화질은 깊이정보에 크게 좌우

되는데, 최근까지는 깊이정보를 스테레오 정합(matching)으
로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5]. 그러나 최근 깊이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 있는 깊이카메라
[6][7]

가 대중화되면서 자유시

점
[1]
은 물론 다시점

[8][9] 및 오토스테레오스코프
[2]
의 시점영

상 생성뿐만 아니라 깊이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코딩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10][11]. 뿐만 아

니라 주어진 깊이정보로부터 고해상도 깊이정보를 얻는 연

구
[12], 특정 영역의 화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깊이정보를 사

용하는 기술
[13] 등 깊이정보를 사용하거나 깊이정보 자체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깊이정보를 사용하여 필요한 시점의 3D영상을 생성할

때 주어진 시점의 깊이정보로 다른 시점의 영상을 렌더링하

면 시점차이에 의한 왜곡이 발생하거나
[1] 불완전한 결과

[2]
를

얻게 된다. 더욱이 디지털 홀로그래피에서는 특정 시점의

깊이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4]. 따라서 필요한 시점의 깊이정보를 획득

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화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좌/우의 깊이영

상이 주어진 경우 중간시점의 깊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간시점 2D 또는 3D영상 생성

에 깊이정보를 사용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깊이영상 생

성 자체를 다루는 연구가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좌/우의 깊이영상을 대상으로 간단한 스테레오 정합을 수

행하여 깊이의 변화값에 대한 변위(disparity)의 변화값을

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좌/우 깊이영상 사이의 임의의 시점

에 해당하는 깊이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한 방법은 다양한 테스트 시퀀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

하여 그 결과의 우수성을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스테레오 영

상의 변위와 깊이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중간시점 깊이영상 생성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고 실험하여 그 결과를 보

이고,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변위정보와 깊이정보

1. 변위정보와 깊이정보의 관계

스테레오 영상의 정합결과는 두 영상에서 대응되는 두

점사이의 위치차이이며, 이를 변위(disparity)라고 한다. 일
반적으로 변위는 가로방향과 세로방향 성분을 가질 수 있

다. 그러나 인간의 두 눈이 수평으로 분포하므로, 스테레오

영상이 가로축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 과정

을 영상 보정(rectification)이라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

테레오 영상은 수렴식이 아닌 평행식으로 배열된 두 카메

라로 촬영된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평행식 카메라로 획득

되고 보정된 스테레오 영상의 위치적 차이, 즉변위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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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변위와 해당 깊이정보의 예(Teddy): (a) 변위지도, (b) 깊이지도
Fig. 1. An Example of disparity map and corresponding depth map (Teddy): (a) disparity map, (b) depth map

방향 성분만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좌/우 깊이영

상도 보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1에 변위지도와 해당하는 깊이영상의 예를 보였

다
[5]. 그림 1 (a)의 변위지도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스케일링(스케일링 요소   )된 영상이다. 두 카메라가

동일한 가로축 상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한 두 영상

이 스테레오 영상이므로, 이 두 영상의 변위정보는 상대

적인 거리, 즉 깊이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관계는 식

(1)과 같다.

 ′


(1)

여기서, 는 깊이값, 는 두 카메라간 거리, 는 카메라

의 초점거리, ′은 스케일링된 변위값, 는 스케일링 요소

를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이며, 가 실제 변위값

이다. 즉, 식 (1)에서 , , 를알면 변위정보를 깊이정보

로, 또는 깊이정보를 변위정보로 쉽게 변환할 수 있으므로

깊이정보와 변위정보는 동일한 정보로 취급되고 있다.

2. 깊이카메라

깊이정보를 얻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그림 1 (a)에 보

인 변위정보를 스테레오 정합에 의해 생성하는 것이며, 지
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스테레오 정합

으로 고품질의 변위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스테레오 정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영상의 대응점 간 변위를 찾는 것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깊이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최근 깊이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 있는 깊이카메라가 대

중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는 연구개발

이빈번해지고 있다. 깊이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

류되는데, 하나는 TOF(time-of-flight) 방식이고, 또 하나는

구조광(structured light)을 이용한 스테레오 정합방식이다. 
그림 2에 이 두 방식의 대표적인 카메라들을 보이고 있다.

TOF 방식의 깊이카메라는 적외선 등의빛을 발광부에서

조사하고 물체에 부딪쳐반사되어돌아오는빛을검출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세부적으로는 여

러 방법이 사용되나, 조사파와 반사파의 위상차이를 이용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림 2 (a)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6]. 이 방식에서 깊이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

진다.
 

  





(2)

여기서, 는 조사광의 속도, 는 조사광의 각주파수, 

는조사파와 반사파의 위상차이를 각각 나타낸다. 이런
종류의 깊이카메라는 정확성이높은 양질의 깊이정보를 제

공하나, 아직 고가이고 해상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그림
2 (a)의 경우 해상도는 176×144이다.
최근 Microsoft사에서 Kinect를출시하면서 이를 이용한

많은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UI들이

이미 개발되어 발표되고 있다. 이 깊이카메라는 빛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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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 대표적인 깊이카메라: (a) SR4000, (b) SR4000 깊이영상, (c) Kinect, (d) Kinect 깊이영상
Fig. 2. Representative depth camera: (a) SR4000, (b) depth image by SR4000, (c) Kinect, (d) depth map by Ki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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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한 중간시점 깊이영상 생성 방법의 전체 흐름도
Fig. 3. Overall flow diagram of the proposed intermediate view-point depth image generation method 

하는 발신부와 반사파를 감지하는 수신부가 일정 간격 분

리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패턴을 갖는 적외선 구조광을

조사하고,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를 조사한 파와 스

테레오 정합하여 깊이정보를추출한다
[7]. 따라서 어느파를

기준으로 하건, 물체의 좌측 또는 우측면에 폐색영역

(occlusion)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림 2 (c)가 이 깊이카

메라이며, (d)의 영상을 보면 물체의 좌측에폐색영역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카메라는 저가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도를 갖는 장점이 있지만, 그림 2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질이 나쁘다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참고로, 
그림 2 (c)는 640×480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

III. 깊이에 대한 변이값 증분을 이용한
중간시점 깊이영상 생성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중간시점 깊이영상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흐름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방법은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 초기

IVPD(intermediate view-point depth map) 생성 과정, 후처
리(post-processing) 과정의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

문에서는 좌/우의 깊이영상이 주어지고, 이 두 깊이영상은

보정과정을 거쳤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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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리 과정

본 논문에서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하는 기본 방법은

주어진 좌/우 깊이영상의 깊이정보의 변화 당 변위정보의

변화값을 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식 (1)에서알수 있듯이

깊이값과 변위값은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다. 따라서 두 변

수 증 하나를 역수를 취하여 이 두 정보가 비례적인 관계를

갖게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식 (3)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 




′ (3)

여기서 ′이며,  (은 깊이값을 표현하는

비트 수)으로 설정하여 ′가 (0, )의 값을 갖도록 하

였다. 이 후로 ′를 역깊이값(inverse depth value)으로 칭하

기로 한다. 좌/우 깊이영상이 보정되었다면 두 영상 간 변위

와 역깊이값은 선형적 관계를 갖는다
[14]. 또 구하고자 하는

중간시점과 좌영상 또는 우영상 사이에도 변위와 역깊이값

은 선형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식 (1)에서 카메라 파리미

터인 , , 를알면 좌/우 깊이영상의 역깊이값으로부터

원하는 중간시점의 좌표와 해당 역깊이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실질적인 경우 이 카메라 파리미터들이 알

려져있지않을뿐더러, 그림 1 (a)의 변위영상과 같이처음

획득된 깊이영상을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이

전처리과정이다. 즉,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좌/우 깊이영상

의 역깊이값의 변화에 대한 변위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이

것을 중간시점 영상생성에 사용하는데, 역깊이값의 변화

당 변위의 변화를 계산하는 과정이 전처리과정이며, 다음

과 같이 스테레오 정합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①입력된 두 영상 중 하나의 영상에서빈도수가높은 역

깊이값들 중 큰 값과 작은 값을 각각 하나씩 택한다. 
그 방법은, 먼저 깊이영상의 역깊이값에 대한 빈도수

의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역깊이값이 상위 10%와 하

위 10% 범위내에서빈도수가 가장높은 값(′ ′ )을

각각 하나씩 선택한다. 
②이 두 역깊이값에 해당하는 모든 화소들에 대해 두 영

상간의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하여, 빈도수가 가장 많

은 변위값을 각각 원거리()와 근거리( )의 변위값

으로 한다. 이 때 본 논문에서는 3×3의 고정된 정합창

(matching window)을 사용하는 국소적 방법을 사용한

다. 
③ 측정된 변위값과 해당 역깊이값으로 깊이증분 당 변

위증분을 식 (4)과 같이 계산한다. 

 


′ ′

 
(4)

식 (3)의 변위증분을 찾기 위한 전처리 과정은 장면

(scene)이 시작할 때첫번째프레임에 대해 한번만 수행하

고, 그 장면의 나머지 프레임에는 동일한 변위증분값을 사

용한다.

2. 초기 중간시점 깊이영상 생성

일단 변위증분값이 구해지면 이 값으로 좌/우 깊이영상

사이의 임의의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중간

시점 깊이영상은, 그림 4에 나타낸것과 같이, 좌영상 또는

우영상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다. 좌영상(첨자 )으로부터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할 경우 좌영상의 번째화소의 역깊

이값이 ′ 일 때 이 화소에 대한 중간시점 화소의 변위값

은,

 


′ (5)

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소에 해당하는 중간시점의

가로축 좌표(-좌표) 은 좌영상 화소의 -좌표가

일 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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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즉좌영상의 (  )에 해당하는 화소는 중간

시점 영상에서 (  )에 해당한다. 이 때 깊

이값  은 식 (3)의 역과정으로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모든 좌영상의 화소에 대응하는 중간시점 화소의

위치와 깊이값을 계산하여 좌영상으로부터의 중간시점 영

상을 생성한다. 이 때 중간시점 영상의 특정 화소가 두 개

이상의 좌영상 화소에 대응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그 화소의 깊이값은 가장 가까운 깊이값으로 한다.

left
view-point

intermediate
view-point

right
view-point

Bl Br

B

그림 4. 임의의 중간시점
Fig. 4. Arbitrary intermediate view-point 

동일한 방법으로 우영상(첨자 )으로부터도 같은 중간시

점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때 우영상의 ( ) 화소
의 역깊이값이 ′일 때 이로부터 생성되는 중간시점 화소

의 변위값 과 중간시점 영상에서의 -좌표는 각각,

 


′ (7)

  (8)

이 된다. 따라서 우영상의 화소 (  )에 대응되

는 중간시점 영상의 좌표값과 깊이값은 (  )
이 된다. 이렇게 생성된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전 단계 중간

시점 깊이영상(pre-IVPD(intermediate view-point depth 
map), pIVPD)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좌영상

(pIVPDl)과 우영상(pIVPDr)으로부터 각각 중간시점 깊이

영상을 생성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 단계는 생성된 각각의

pIVPD에 대해 중간치 필터(median filter)를 적용하는 것이

다. 중간치 필터는 화소값이 ‘0’ 또는 ‘’(은 깊이값

에 할당된 비트수)인 화소에 대해 적용하며, 각 화소주위에

3×3 창을 씌워 적용하는데, 그 방법은 그림 5와 같다. 즉, 

창 내의 화소 중 반 이상의 화소값이 ‘0’ 또는 ′′인
경우, 그 화소값을 각각 ‘0’ 또는 ′′로 한다. 그 외의

경우는 ‘0’ 또는 ′′이 아닌 화소들 중 중간값(그림 5

에서  ≠ ′′  ≠ ′′을 선택한

다. 여기서 ‘’의 값으로 결정된 화소는 아주 먼거리

에 있는 화소, 즉배경화소로 판정한 것이나, ‘0’의 값을 갖

는 화소는 값을 정할 수 없는 홀(hole)로 정의하고, 이들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처리한다. 

for all ∈  ′′ or ′′ {
   Take 3×3 pixels around ;
   if #(‘0’) then
        ′′ ;
   else if #(‘2n-1’) then
        ′′ ;
   else then
      ; ≠ ′′  ≠ ′′
}

그림 5. 좌/우 pIVPD의 잡음제거
Fig. 5. Noise removal for both pIVPDs  

이 과정의 다음 단계는 홀로 정의된 화소들의 값을 결정

(hole filling)하는 단계이다. 위의 과정에서 홀로 정의된 대

부분의 화소는 폐색(occlusion)영역에 해당하는 화소들이

다. 지금까지 RGB영상의 중간시점 생성 연구에서 폐색영

역을 채우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8][9], 본

논문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다. 즉, 특정 홀에

대하여 그 홀의 수평방향으로 좌측방향과 우측방향을 각각

검색하여 각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0’이 아닌깊이값을 찾

는다. 각 방향에서 찾은 깊이값 중 큰값(원거리)을 선택하

여 그 홀의 값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처리 결과로 생성되는 영상을 초기 중간시점 영

상(initial intermediate view-point depth image(IV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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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6. 중간결과의예(Cafe): (a) 좌영상원본, (b) 우영상원본, (c) 중간시점영상원본, (d) pIVPDl, (e) pIVPDr, (f) iIVPDl, (g) iIVPDr, (h) 최종생성된 IVPD 
Fig. 6. Examples of the intermediate results (Cafe): (a) original left image, (b) original right image, (c) original intermediate image, (d) pIVPDl, 
(e) pIVPDr, (f) iIVPDl, (g) iIVPDr, (h) finally generated IVPD

iIVPD)라고 하고, 좌측 영상으로부터의 iIVPD()와
우측 영상으로부터의 iIVPD()가 각각 생성된다. 

3. 후처리 과정

과 로부터 최종의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이 후처리과정(post-processing procedure)이
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이 과정은 두 iIVPD를 결합하는 것

이다. 이 과정은 두 iIVPD의 동일 위치에 있는 두 깊이값

의 평균을 구하여 해당 깊이값을 그 위치화소의 최종 깊이

값으로 결정한다.

IV. 구현 및 실험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제안한 중간시점 깊이영상

생성방법을 구현하고 이를 여러 실험영상에 적용하여, 제
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1. 실험환경과 실험영상

3장에서 제안한 방법을 Microsoft Window7 환경에서

Microsoft Visual Studio 2008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이
때 Intel Core 2 Quad 2.4 GHz CPU와 4GB RAM을 가지고

있는 PC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실험영상은 표 1에 보인 바

와 같이네가지이며, 모든 시퀀스는 동일한길이를 갖도록

200 프레임 씩 잘라서 사용하였다. Cafe 영상은 카페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광경이고, Lovebirds는 한쌍의남녀가멀

리서부터 점차 가까이로 다가오는 영상, Poznan street는길
에서 차들이움직이는 영상, Mobile은폴더형핸드폰이 열

린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영상이다. 
이들 시퀀스들은 획득한 깊이정보를 그대로 나타내지않고

약간의 후처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일시간의

좌영상과 우영상, 그리고 중간시점 영상의 배경이나 물체

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공되

는 모든 시점의 깊이값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객
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영상들을 사용하였다.

Name Made by Resolution Length

Cafe GIST 1,920×1,080 200 frames

Lovebirds ETRI 1,024×768 200 frames

Poznan street Poznan Univ. 1,920×1,080 200 frames

Mobile Philips 720×540 200 frames

표 1. 실험영상
Table 1. Test videos

2. 실험결과

그림 6은 Cafe 영상의 한 영상에 대해 제안한 방법의 주



370 방송공학회논문지 2012년 제1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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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10개의 IVPD 예: (a) 1/10 시점 IVPD, (b) 3/10 시점 IVPD, (c) 7/10 시점 IVPD, (d) 9/10 시점
Fig. 7. Example of generated 10 IVPDs: (a) 1/10 view-point, (b) 4/10 view-point, (c) 7/10 view-point, (d) 9/10 view-point

     그림 8. 영상화질에 대한 실험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image quality

요 단계에 대한 결과 영상을 보이고 있다. (a)(b)(c)는 원본

좌, 우, 중간시점 영상이며, (d)와 (e)는 식 (4)(5)와 (6)(7)에
의해 각각 좌영상으로부터 또는 우영상으로부터 생성된 전

단계 중간시점 영상(pIVPD)이고, (f)와 (g)는 (d)와 (e)에 대

해 중간치 필터링 과정과 홀 필링 과정을 거친영상(iIVPD)
이다. 두쌍의 영상들을 비교하면알수 있듯이 iIVPD에는

pIVPD에 존재했던 폐색영역이나 잡음과 같은 검고 흰 점

들이 모두 매워진 것을 볼 수 있다. (h)는 (f)와 (g) 영상을

결합한 최종 중간시점 영상이며, (c)의 원본 영상과 비교하

면 상당히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그림 6의 (a)와 (b)의 원본 좌/우영상으로부터

10개의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하여 그 중 1/10 시점, 4/10 
시점, 7/10 시점, 9/10 시점의 생성된 영상들을 보이고 있다. 
시점별로 원하는 시점의 깊이영상을 잘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은 표 1의네개의 실험영상들에 대해여 프레임별

로 생성된 중간시점 영상의 원본 중간시점 영상에 대한 화

질을 PSNR로 나타낸것이다. 전체적으로 28dB 이상의 화

질을 보였으며, Poznan street와 Cafe가 대체로 고른 화질을

보였다. 그러나 Mobile과 Lovebirds는 상대적으로 화질의

편차가컸다. 특히 Mobile의 경우 최저 화질과 최고의 화질

을 모두 보였는데, 화질이 낮은처음부분과 끝부분은 핸드

폰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이다. Lovebirds 또한 두 사람

이 점차 다가와서 뒷부분은 상당히 가까이에 위치한다. 따
라서 본 논문의 방법이 아주 가까이에 위치하는 물체에 대

해 좋지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전

처리 과정의 스테레오 정합 결과와 실제 영상에서의 위치

가 깊이값이 많이 변하는 경우는잘 일치하지않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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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functions frames

pre-
process pIVPD mean

filtering
hole
filling combine 1st

frame
other

frames
total

average

Cafe 6.8695 0.1401 0.9425 0.0741 0.0262 7.9774 1.2300 1.2638
Lovebirds 5.9071 0.0585 0.0993 0.0156 0.0117 6.0969 0.1888 0.2183

Poznan street 9.3920 0.1423 0.3315 0.0620 0.0315 10.0511 0.6305 0.6777
Mobile 0.1575 0.0261 0.1762 0.0181 0.0048 0.3704 0.2149 0.2157

Average 5.5815 0.0917 0.3874 0.0424 0.0185 6.1239 0.5660 0.5939

표 3. 수행시간 측정 결과 (단위: 초)
Table 3. Estimated results for execution times (unit: sec)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 시퀀스들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향

후에 추가로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의 PSNR 값들의 평균을 표 2에 따로 나타내었다. 

이 표에는 그림 3에서 홀-필링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영상

(홀-필링을 제외한 경우)에 대한 PSNR 값들을 포함하고 있

는데, 이것은 본 논문의 의도가 홀-필링이 아니라 그 전까지

의 단계들이기 때문에 홀-필링을 제외한 영상에 대한

PSNR은 본 논문의 의도와 더욱 깊은 관계가 있는 값이다. 
홀-필링을 제외한 경우는 홀(폐색영역)-필링하기 전에 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PSNR 값이며, 
홀-필링을 포함한 경우는 그림 3의 과정을 완전히 마친 전

체영상에 대한 PSNR 값이다. 

Sequence 
PSNR (dB)

홀-필링을 제외한 경우 홀-필링을 포함한 경우
Cafe 35.07 34.55

Lovebirds 37.53 34.18
Poznan street 35.65 33.50

Mobile 34.58 33.14
Average 35.71 33.84

표 2. 화질 측정 결과
Table 2. Estimated results for image quality

전체적으로 모든 실험영상에서큰차이없이 비슷한 화질

을 보였으며, 이 경향은 홀-필링 전후 모드에서 동일하였다. 
단, 차이가 아주큰것은 아니지만, 홀-필링 전의 화질이 홀-
필링 후의 화질에 비해좀더높은 PSNR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홀-필링 자체가 그리 적절하이지못하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험영상 중 Cafe가 가장 좋은 화

질을, Mobile이 가장 나쁜화질을 보였으며, 전체 스퀀스에

대한 평균 PSNR은 홀-필링 전에는 35.71dB, 홀-필링 후에

는 33.84dB이었다.
표 3은 각 실험영상에 대해 수행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처음 다섯행은 본 논문의 방법에서 사용한 각 동작에 대한

평균 수행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세 행은 첫 번째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을 구분하였고, 전체 동영상에 대한

평균 수행시간(total average)을 나타내었다. 동작별수행시

간을 보면 전처리(pre-process)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소

요됨을알수 있으며, pIVPD 생성을 위한 수행시간은 생각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중간치 필

터를 적용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0’과
‘2n-1’을 탐색하는 시간과 9개의 화소값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결과이다. 
프레임별 수행시간에서 첫 번째 프레임(1st frame)과 나

머지 프레임(other frames)의 수행시간을 따로 나타내었는

데, 이것은 첫 번째프레임에서만 전처리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프레임의 수행시간은 그 프레임의 수행

시간이며, 나머지 프레임의 수행시간은 프레임 당 평균 수

행시간이다. 그리고맨우측 행의 전체 평균은첫번째프레

임을 포함한 전체 동영상의 프레임 당 평균 수행시간이다. 
한 시퀀스에서 첫 번째 프레임에만 전처리 과정이 수행되

므로, 제안한 논문의 수행속도는 나머지 프레임의 수행속

도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Cafe 
영상이 가장 많은 시간을소요하고, Lovebirds 영상이 가장

작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전체적으로는 HD 해상도의 중간

시점 깊이영상을 약 1초에 한 프레임씩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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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좌/우 깊이영상의 깊이 당 변위의 증분을

계산하고, 이를 시용하여 임의의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

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변위증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좌/우 깊이영상을 획득한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파라미터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 가정하고, 좌/우 깊이영상에 대해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

하여 계산하였다. 일단 변위증분을 계산하면 그 다음 프레

임부터는 이 변위증분을 사용만 하므로, 이 계산은 동영상

의 첫 번째프레임만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변위증분이 계

산되면 이것으로 좌영상과 우영상으로부터 원하는 중간시

점 영상의 각 좌표를 계산하고, 각 영상에서의 깊이값을 가

져와 전 단계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하며, 본 논문에서

는 좌영상으로부터의 전 단계 초기 깊이영상과 우영상으로

부터의 전 단계 초기 깊이영상을 각각 생성한다. 각 영상은

중간치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홀-필링을 수행

하여, 그 결과의 두 영상을 결합하여 최종의 중간시점 깊이

영상을 생성한다.
제안한 방법을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 생성

된 중간시점 깊이영상의 평균 화질은 33.84dB의 PSNR 값
을 보였으며, 수행속도는 HD급 영상을 초당 한 프레임 이

상을 생성할 수 있었다. PSNR 값만으로 보면 아주 좋은

화질이라 볼 수는 없지만, 테스트 시퀀스들이 특정 시간에

서 좌영상, 우영상, 중간시점 영상 간 동질성이떨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화질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중간시점 깊이영상을 생성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시점의 깊

이영상에 대한 많은 테스트 시퀀스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이고, 각 시점의 시퀀스는 물론 동일 시간에서 각 시점의

깊이영상 간 균질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방법이 다소긴수행시간을 보이고 있

는데, 향후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기법 등을 사용하여

수행시간을 줄인다면 효과적인 중간시점 깊이영상 생성방

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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