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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영상 보간법을 이용하여 저해상도 깊이맵을 고해상도 깊이맵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의 카메라 센서는 고해

상도 색상 영상을 제공하는데 반해, 깊이 측정 장치는 저해상도의 깊이맵을 주로 제공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양선형 보간법, 고등차

수 보간법, 양측 보간법을 바탕으로 깊이맵에서 추출한 고주파 성분을 적용하여 깊이맵의 선명도를 증가한다. 이를 위해, 제안 방법은

고주파 성분 추출 단계, 고주파 성분 적용 단계, 및 영상 보간 단계를 거친다. 실험에서는 다양한 깊이맵 데이터에 제안 방법을 적용

하였는데, 성능검증 방법으로 선명도(sharpness degree)와 블러 메트릭 (blur metric)의 두 객관적 측정을 통해서 제안 방법이 기존 방

법에 비해 선명도가 약 2배 정도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블러 메트릭은 평균 14%가 감소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upsample a low-resolution depth map to a high-resolution version. While conventional 
camera sensors produce high-resolution color images, the sizes of the depth maps of range/depth sensors are usually low.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utilization of high-frequency components to the conventional depth map interpolation methods such as 
bilinear, bicubic, and bilateral. The proposed method is composed of the three steps: high-frequency component extraction, 
high-frequency component application, and interpolation. Two objective evaluation measures such as  sharpness degree and blur 
metric are used to examine the performanc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significantly outperforms other 
conventional methods by a factor of 2 in terms of sharpness degree. As well, a blur metric is reduced by a factor of 14 %.

Keyword : depth map interpolation, high-frequency component, bilinear, bilateral

Ⅰ. 서 론

다양한 3D 디스플레이 장치의 출현과 3DTV 시장의 확

대로 입체영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반적

으로 입체영상은 두 대의 카메라로 구성된 스테레오 카메

라를 이용하여 획득하는데, 다시점 영상 (multiview image) 
등 다양한 응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깊이맵(depth map)
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스테레오 매칭 기술로 고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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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맵을 얻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깊이 카메라(depth camera)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카메라 센서의 기술 성장 덕분에 HD급 이상

의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하는 것은 용이하나, 이에 상응하

는 고해상도 깊이맵을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저해상도 깊이맵을 획득한 후에 영상 보간법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깊이맵을 얻는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

되고 있다
[1,2,3].  

영상 보간법은 영상의 공간 해상도를 높이는 기술로, 불
연속적인 영상 정보로부터 연속적인 보간 데이터를 예측

하고, 보간할 픽셀의 값을 추정한다
[4]. 깊이맵 보간법과 관

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2D 영상의 색상 정보와 깊이맵 정보를 동시에 이용하여

깊이맵을 보간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결합 양측 필

터 (joint bilateral filter)의 개념을 이용하여 깊이맵의 해상

도를 변환하는 것과 확률을 이용한 보간법, 스테레오 정합

기술을 이용한 깊이맵 생성 방법이 존재한다. 양측 필터의

대표적인 예로, Kopf[5]
와 Yang[6]

은 먼저 고해상도 색상 영

상을 이용하여 범위 도메인(range domain)의 필터 커널을

결정한다. 다음에 저해상도 깊이맵의 픽셀 위치 정보를 이

용하여 공간 도메인(spatial domain)의 필터 커널을 결정하

여 최종적으로 고해상도의 깊이맵을 생성한다. 확률을 이

용한 보간방법은 Markov 랜덤필드에 기반을 두어 저해상

도 깊이맵으로부터 확률적 유사도를 고려해 색상 영상의

불연속 정보를 토대로 고해상도 깊이맵을 생성한다
[7]. 스

테레오 정합기술을 이용한 방법은 워핑을 이용해 저해상

도 깊이맵을 스테레오 카메라의 좌영 상에 대해 매핑 시켜

정보를 얻은 후에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하여 깊이정보를

측정을 토대로 고해상도 깊이맵을 제작한다
[8]. 두 번째 방

법은 색상 정보의 도움 없이 깊이 정보만을 이용하여 고해

상도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해상

도 깊이맵 생성은 후자에 속한다. 방법으로는 양선형 보간

법(bilinear interpolation)[9], 고등차수 보간법(bicubic inter-
polation)[10], 양측 보간법(bilateral interpolation)[11] 등이 있

다.
기존의 방법들은 고해상도 깊이맵을 얻기 위해서 저해상

도 깊이맵에 존재하는 픽셀의 깊이값들을 활용하여 보간하

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은 기존 방법

을 기반으로 저해상도 깊이맵의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면서

고해상도 깊이맵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서 저해상도 깊이

맵의 고주파 성분을 저역통과 필터로 추출한 다음 저해상

도 깊이맵에 결합하는 보간 과정에서 활용함으로써, 선명

도 (sharpness)의 향상 및 블러링(blurring)의 감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입체영상 및 홀로그램 등의

3D 콘텐츠의 입체감 개선에 적용할 수 있다
[12].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깊이맵에서

고주파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제안

하는 방법인 고주파 성분을 이용한 깊이맵 보간법을 설명

한다. Ⅳ장에서 실험결과를 분석한 후, Ⅴ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깊이맵의 고주파 성분 추출

깊이맵으로부터 고주파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은 에지 기

반 방법, 주파수 영역에 의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13]. 본 논문에서는 식 (1)을 이용하여 깊이맵의 고주파 성

분 △D를 구한다.
⊗ (1)

여기서, D는 깊이맵, G는 저역통과 필터중의 하나인 가

우시안 필터이다. ⊗는 컨볼루션(convolution) 연산을 의미

한다. 저역통과 필터를 깊이맵에 적용하면 고주파 성분이

감소한 깊이맵을 얻게 되고, 이 깊이맵을 원 깊이맵과 차분

하여 고주파 성분 △D를 얻는다.
식 (1)은 기본적으로 영상처리 기술인 언샤프 마스킹

(unsharp masking)과 유사하다
[14]. 이 방법은 신호의 저주파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고주파성분을 얻는 기법중의 하나이

다. 예를 들어언샤프마스킹은 에지 같은 불연속 영역에서

보다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는 국부(local) 깊이 대조를 의미하는데, 는 크기

와 부호에 따라,   ≤ 인 픽셀은 깊이값의 변화가 적

은 중요하지않은 영역의 픽셀이고,    인 픽셀은 깊

이의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관심영역에 속하는 픽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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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실험 깊이맵에서 얻어진 . (a) 합성 깊이맵 D, (b) 스캔 라인의 깊이 그래프, 및 (c) 의 그래프
Fig. 1. ΔD obtained from a synthetic depth map. (a) synthetic depth map D, (b) depth graph along a scanline, and (c) the graph of ΔD

된다. 또한 관심 영역에서   는 경계 영역에서 깊이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픽셀을, 는 깊이 값이큰 픽

셀을 나타나게 된다. 그림 1은 (a)의 특정 스캔 라인에서

합성(synthetic) 실험영상의 깊이의프로화일과 를 보여

준다. 깊이의 비연속이 발생할 때에 (예: 에지), 는 음에

서 양으로, 또는 양에서 음으로 부호(sign)가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주파 성분을 저장하고 있는 를 이용하여 저해상도

깊이맵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 III 장에서 설

명된다. 저해상도 깊이맵에 를 더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보간하는 방법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Ⅲ. 제안하는 고해상도 깊이맵 생성

고해상도 깊이맵 생성 기법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선형 보간 (bi-linear 
interpolation), 고등차수 보간(bicubic interpolation), 가우

시안 커늘에 기반을둔양측 보간 (bilateral interpolation)이
잘 알려진 고해상도 생성 기법이다. 이러한 고해상도 생성

기법들은 저해상도 깊이맵만을 이용하며, 참조 픽셀의 주

파수 특성을 반영하므로 보간되는 픽셀은 원 신호에 가깝

다. 하지만 고주파 영역의 감쇠현상으로 인하여 영상이흐

려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5]. 결론적으로 원깊이맵과

비교하여 저하된 고해상도 깊이맵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상기 기법에 Ⅱ장에서 제안

한 고주파 성분을 활용함으로써, 고주파 성분의 열화를 줄

여, 선명도 (sharpness)가 향상되고 동시에 블러링(blurring)
이 감소되는효과를 얻는 고해상도 깊이맵 보간 방법을 제

안한다.

1. 양선형 보간

양선형보간은고해상도깊이맵의픽셀위치  의픽셀

값 
 를보간하기위해서, 스케일링팩터  에따

라 저해상도깊이맵의매칭되는좌표값   





값

을 구한다. 다음으로 
 의 주변 4개의 인접 픽셀

을 찾는다. 그림 2는 양선형 보간법의 과정

을 보여준다. ()와 간의 수평 및 수직거리 와 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식 (2)로부터  
 를 계산한다.

              
  

  


  

(2)

                                              
여기서 는 수평 가중치 을 과 에 적용하여 구

한 수평 보간값이고, 는 을 와 에 적용하여 얻

은 수평 보간값이다. 최종적으로  , 에 수직가중치 

를 적용하여  
 를 구한다.  , 은 [0, 1]의 실수이다. 

마지막으로  
 값으로  

 를 채운다. 모든 픽셀에 적

용하면 고해상도 깊이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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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고등차수 보간법. (a) 저해상도 깊이맵 (b) 고해상도 깊이맵
Fig. 3. Bicubic Interpolation. (a) Low resolution and (b) high resolution depth maps

(a) (b) 
그림 2. 양선형 보간법. (a) 저해상도 깊이맵 (b) 고해상도 깊이맵
Fig. 2. Bilinear Interpolation. (a) Low resolution and (b) high resolution depth maps

고주파 성분을 적용한 양선형 보간법은 저해상도 깊이맵

에 존재하는 픽셀값에 △D성분을 더한 후에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깊이맵으로 변환한다. 결과적으로 식

(2)의 양선형 보간법은 다음 식 (3)으로 변경된다. 

    

    


 

(3)

2. 고등차수 보간법

고등차수 보간법[16]은 고해상도 깊이맵의 위치  의

픽셀값 
 를 보간하기 위해서,  먼저   





값

을 구한다. 여기서  는 스케일링팩터이다. 


를 보간하기 위해서 저해상도 깊이맵 
 와 인접한

×개의 픽셀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 인접 16개
의 픽셀값과 3차회선 보간법 (cubic convolution inter-
polation)을 이용하여 

 를 구한다.

고등차수 보간법에서는 수평 보간과 수직보간을 차례로

수행한다. 고해상도의 픽셀 위치값 ()가 저해상도

( )로 매핑 되는 과정은 그림 3에서 보여준다. 수평 보간

은 의 4x4 인접 픽셀   의 각 행(row)의 대표 값


  (∈)를 와 가장 인접한 픽셀의 수평

거리 를 이용하여 구한다. 
을 계산하는 수평 보간은

식 (4)와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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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4개의 수평 보간값 
이 얻어지면, 최종적으

로  
 은 수직가중치 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5)

  

                                    
고주파 성분을 적용한 고등차수 보간법은 식 (4)에서 각

깊이값에 를 더한 후에 같은 방식으로 보간 값을 구한다.


 

 
  


 

 


 

  


 

 

(6)

다음으로 식 (6)을 식 (5)에 대입하여  
 을 구한 후에, 

이 값으로 
 을 채운다.  

                       
3. 양측 보간법

양측 보간법은 먼저 양선형 보간법을 실행하여 고해상도

그림 4 . 고주파 성분 기반 양측 보간법의 흐름도
Fig. 4.  Flow diagram of high frequency-based bilateral interpolation

깊이맵을 얻는 후에, 다시 양측 커널(bilateral kernel)을 이

용하여 재보간한다
[11]. 고주파성분을 이용하는 양측 보간법

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고해상도 깊이맵 
 을 보간하

기 위해서 △D성분이 합해진 
 에 스케일링 팩터

 를 곱해주어    의 값을 구한다. 
일차적으로 업샘플링된 깊이맵은 깊이값이 할당된 픽셀과

할당되지않은 픽셀로 나누어지게 된다. 할당된 픽셀은 원

래의 깊이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보간없이 그대

로 사용한다. 할당되지않은 픽셀들은 
 에 양선형 보간

법을 이용하여 채운다. 마지막으로 양측 보간으로 할당되

지않은 픽셀들을 재보간한다. 식 (7)은 고주파 성분을 이용

하는 양측 보간법을 나타낸다.




∈




∈

 ·




(7)

여기서 
는 고주파 성분을 고려하여 양측 보간한 픽

셀값이고, S는 저해상도에서의 필터 커널 크기이다. 
가중치 는 식 (8)에 의해 정의된다.

 ∥∥⋅



 (8)

결과적으로, 변경된 범위 도메인 가중치 커널 함수에 의

해서 픽셀값이 보간된다. 여기서, 와 는각각픽셀의 위

치와 관련된 공간 도메인(spatial domain)의 좌표 값과 범위

도메인(range domain)의 깊이 값의 가중치 커널 함수로 다

음 식들을 이용한다.  

∥ ∥  exp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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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영상 duck bunny ballet aloe bowling cone sawtooth

해상도 200x200 200x200 200x200 420x370 420x370 420x370 420x370

깊이맵

표 1. 실험 깊이 영상 및 해상도
Table 1. Test depth maps and resolution

공간 도메인 가중치 는 픽셀간의 거리에 따라 값이 달

라진다. 중심 픽셀 와 인접 픽셀 가근접할수록가중치가

커지며, 멀수록 가중치는 작아진다. 픽셀간의 거리 

는 식 (11)과 같이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범위 도메인 가중치 는 픽셀간의 깊

이 값의 차이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인접한 픽셀과 중심

픽셀의 깊이 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가중치가 커진다. 
 , 


는각각도메인의 가중치 비중을 조절하는 인수로 커널

의 표준편차이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 깊이맵은 duck와 bunny 및 Microsoft사의 ballet[17]

과 Middlebury Stereo[18]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loe, bowl-
ing, cone, sawtooth를 이용하였다. 저해상도 깊이맵을 생성

하기 위해 실험 영상을 고해상도 깊이맵을 다운샘플링

(downsampling)하여 저해상도 깊이맵을 제작하였다. 다음

에 제안 기법으로 저해상도 깊이맵을 업샘플링(upsam- 
pling)한 후 성능을 검증하였다. 표 1은 실험 깊이맵 및 해

상도를 나타낸다. 
기존 방법들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PSNR(peak sig-

nal to noise ratio)을 이용한다
[19]. 반면에 본 논 문에서 제안

한 기법은 기존의 원깊이맵 또는 ground truth를 정해놓고

유사하게 고해상도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선명도를 높

이고 블러링을 줄여 깊이감이 향상된 고해상도 깊이맵을

제작하는 것이다. 원깊이맵과 유사성을판단하는 PSNR 성
능검증은 깊이맵을 기존 보다 향상시키는 본 제안방법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PSNR를 사용하지 않고 선명도 및

블러링을 조사하기 위하여 객관적 측정 방법인 선명도

(sharpness degree)와 블러 메트릭(blur metric)을 이용하였

다. 그림 5(a)는 고해상도 깊이맵, 5(b)는 저해상도 깊이맵

및 5(c)는 고주파성분을 보여준다. 

(a) (b) (c)

그림 5. 실험깊이맵. (a) 200x200 원영상 (b) 100x100 입력영상 (c) (b)의
고주파 성분

Fig. 5. Test depth maps. (a) High resolution, (b) Low resolution, and 
(c) high frequency components of (b)

  

제안 방법으로 생성한 고해상도 깊이맵의 선명도를 평가

하기 위해 선명도 (SD: sharpness degree)를 비교하였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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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영상 및 해상도

확대율
양선형 고등차수 양측

고주파 성분

양선형 보간

고주파 성분

고등차수 보간

고주파 성분

양측 보간

2x

duck 27.44 31.63 35.50 61.48 36.54 49.01

bunny 15.86 16.64 36.73 64.84 38.46 51.65

ballet 46.52 49.38 58.52 138.46 144.81 160.24

aloe 74.76 81.54 78.11 157.13 171.36 161.34

bowling 47.77 51.10 49.18 87.24 92.11 82.60

cone 54.37 59.35 57.71 97.32 105.58 100.96

sawtooth 9.61 10.36 10.19 29.04 31.01 29.02

평균 44.45 48.27 52.63 101.08 98.14 100.97

표 2. 선명도의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sharpness degree

실험영상 및 해상도

확대율

양선형

보간

고등차수

보간
양측보간

고주파 성분

양선형 보간

고주파 성분

고등차수 보간

고주파 성분

양측 보간

2x

duck 10.08 9.75 9.98 9.58 9.06 9.52
bunny 7.62 7.18 7.61 6.37 5.92 5.41
ballet 7.90 7.75 8.60 7.31 7.32 6.91
aloe 7.44 7.09 8.27 6.96 6.99 6.62

bowling 7.76 7.17 7.88 5.35 5.60 4.91
cone 7.11 6.96 7.64 6.51 6.61 6.48

sawtooth 3.67 5.06 8.13 3.74 4.76 3.47
평균 7.99 7.65 8.33 7.01 6.92 6.64

표 3. 블러 메트릭의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blur metric

SD는 ×  영상 의 선명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화질

평가로 다음 식을 이용한다. 
              


 
 

 




 




(12)

         
표 2는 실험영상에 대한 SD 값을 보여준다. 기존 양선형, 

고등차수 및 양측 보간은 7개의 실험 깊이맵에 대해 평균

약 44∼52를 SD를 가진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은 7개의 실

험 깊이맵에 대해 평균 약 98∼100의 SD를 가진다. 선명도

향상 비율은 양선형 보간법에서는 2.2배, 고등차수 보간법

에서는 2.03배, 양측보간법은 1.91배이다. 
블러링(blurring)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무참조 객관적 화

질 평가인 블러 메트릭 (BM: blur metric)을 이용하였다[21]. 
BM은 영상의 에지(edge)의 시작점과끝점을찾고, 그폭을

측정하여 에지의 블러링 정도를 측정한다. ×  영상의

하나의 행(row)에 있는 픽셀의 깊이 값은  ⋯ 이

다. 소벨(Sobel) 에지 연산자를 사용하여 에지 픽셀

⋯을 얻는다. 각 에지 픽셀 pk에서 국부최대

(local maximum) 값을 가지는 픽셀의 위치가 ps, 국부최소

(local minimum)값을 가지는 픽셀의 위치가 pf이면, 에지의

폭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3)

일반적으로 에지는 1-픽셀 이상의 폭을 가진다. 모든 스

캔라인에서 를 계산한 후에, BM은 다음 식과 같이 의

합으로 구해진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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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객관적 화질 평가. (a) 선명도 (b) 블러 메트릭
Fig. 6. Objective quality assessment. (a) sharpness degree, and (b) blur 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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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Bunny 깊이맵의 실험 결과. 위는 원 깊이맵이고, 아래는 고주파성분 깊이맵 생성의 결과이다.  (a) 원 영상, (b)양선형 보간, (c) 고등차수 보간, 
및 (d) 양측 보간
Fig. 7. Results of Bunny depth map. The top row is original high resolution depth map and bottom is interpolated depth map based on 
high-frequency. (a) Original image, (b) Bilinear interpolation, (c) Bicubic interpolation, and (d) Bilateral interpolation

여기서 는 영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지픽셀의 개수를

의미한다. BM은 오직수직에지만을 고려한다. 수직및 수

평에지를 모두 고려하면 방향에 따른 에지의 블러를 측정

할 수 있지만, 결과 향상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수평 에지만

고려해도 충분하다
[21].

표 3은세가지 보간법과 고주파 성분을 이용하는 보간법

들을 적용하여 얻은 실험데이터의 blur metric값을 보여준

다. 양선형, 고등차수 및 양측 보간은 7개의 실험 깊이맵에

대해 평균 7.99~8.33의 BM을 가진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

은 평균 6.64~7.01의 BM을 가진다. 제안한 양선형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약 12%, 고등차수 보간법은 약 10%, 그
리고 양측보간법은 약 20%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제안 방

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BM관점에서 블러링이 감소되었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은각보간법의 선명도와 블러 매트릭의 그래프이

다. 보간법이 복잡해질수록선명도가 증가하고, 블러 매트릭

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선명도는 양측 보간, 고등차수,  
양선형 보간 순이고, 블러 메트릭도 같은 순서를 보여준다. 
고주파 성분을 적용한 보간법들은 기존 보간법에 비해 월등

한 선명도가 증가함과 블러 매트릭이 감소함을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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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8. Ballet 깊이맵의 실험 결과. 위는 원 깊이맵이고, 아래는 고주파성분 깊이맵 생성의 결과이다.  (a) 원 영상, (b)양선형 보간, (c) 고등차수 보간, 및
(d) 양측 보간
Fig. 8. Results of Ballet depth map. The top row is original high resolution depth map and bottom is interpolated depth map based on high-frequency. 
(a) Original image, (b) Bilinear interpolation, (c) Bicubic interpolation and (d) Bilateral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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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Sawtooth 깊이맵의 실험 결과. 위는 원 깊이맵이고, 아래는 고주파성분 깊이맵 생성의 결과이다.  (a) 원 영상, (b)양선형 보간, (c) 고등차수 보간, 
및 (d) 양측 보간
Fig. 9. Results of Sawtooth depth map. The top row is original high resolution depth map and bottom is interpolated depth map based on 
high-frequency. (a) Original image, (b) Bilinear interpolation, (c) Bicubic interpolation and (d) Bilateral interpolation

그림 7, 8 및 9는 고주파 성분 때문에 선명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은 Bunny 영상으로 배경이 없는

깊이맵으로 상단에는 기존보간법으로 생성한 깊이맵, 하단

에는 고주파성분을 적용하여 생성한 깊이맵이다.  사각형

으로 표시된 Bunny의 다리부분은 다리의굴곡의 어두운부

분과 밝은 부분이 강조되어서 기존 보간법에 비해 고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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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적용한 보간법의 선명도가 향상되는 것을알 수 있

다. 
다음 실험영상은 그림 8의 Ballet이다. 배경이 존재하는

깊이맵의 경우에 기존 깊이맵은 사각형 안의 다리와 객체

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주파 성분을 적용한

깊이맵은 배경과 객체의 사이의 에지 부근에서 차이가 명

확해져 선명함이 증가한다. 다음 그림 9는 Sawtooth이다. 
그림의 사각형에서 기존의 보간법들은 객체의 톱날부분에

블러링이 나타난다. 하지만 고주파 성분을 적용한 보간법

의 경우에는 배경과 객체가 구분되어 선명도가 높아짐을

알수 있다. 양측 보간의 경우도 기존 보간법은 객체의 에지

부분에 심한 블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해 고주파 성분을

적용할 경우 블러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방법은 고주파 성분을 추출하여임의적으로 입력된

깊이맵에 더하기 때문에, PSNR 관점에서 화질 열화가 발

생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저해상도 깊이맵의 객체 경계 영

역에 대한 깊이 정보를 선명하게 하여 SD와 BM 관점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입체영상 및 홀로

그램과 같은 3차원 미디어에서는 객체 경계 영역, 즉 고주

파 성분이 있는 영역의 높은 선명도가 요구된다. 더욱이 저

해상도 깊이맵은 고해상도 깊이맵에 비해 고주파 성분이

약화된 영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고주파 성분을 강조해 주

어야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응용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객체의 경계 영역 부분의 깊이 정보 선명

도를 증가시켜 경계 영역에서의 깊이감을 강조한다. 깊이

감을 강조함으로써 변형된 깊이맵은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시 볼륨감을 강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방법을 Windows 7 운영체제와 Intel 

Core2 3.16GHz 프로세서에서 200x200 영상 3장과

420x370 영상 7장을 열 번씩반복하여 실험하였으며, 처리

시간의 평균값을 구했다. 표4는 기존보간법과 제안한 보간

법의 처리시간 비교를 보여준다. 제안방법은 기존방법에

비해 14ms, 약 1% 정도 증가했다. 제안방법에는 기존방법

에 추가적으로 고주파 성분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14ms의 증가된 시간은 고주파 성분을 구하는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속도에 1%에 해당하는빠른속도

로 고해상도 깊이맵을 선명하게 한다. 

보간법 양선형 고등차수 양측 평균

기존 보간법 20 39 2417 825.33

고주파 성분을

이용한 보간법
31 47 2438 838.67

표 4. 기존 보간법과 제안한 보간법의 처리 시간 비교 (단위: msec)
Table 4. Comparison between processing times of basic interpolation 
and proposed interpolation. (Unit: msec)

 

Ⅴ. 결 론

본 논문은 저해상도 깊이맵으로부터 고주파 성분을 적용

하여 객체 경계 영역에서의 깊이 정보 선명도가 향상된 고

해상도 깊이맵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먼

저 저해상도 깊이맵의 고주파 성분을 입력 깊이맵과 입력

깊이맵에 저역 통과 필터링한 깊이맵을 서로 차분하여 추

출하였다. 그런 다음, 고주파 성분의 크기에따라 깊이맵에

존재하는 픽셀값을 가중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주파 성분에

의해 가중된 픽셀 정보를 기존의 방법에 적용하여 고해상

도 깊이맵을 생성하였다. 홀로그램과 같은미래의 3차원 응

용에서는 객체 경계 영역의 깊이감이 강조될수 있다. 제안

한 방법은 이와 같은 응용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객체의 경계 영역 부분의 깊이 정보 선명도를 증가시켜 경

계 영역에서의 깊이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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