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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낮은 역폭을 가진 모바일 DMB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이 상 기반 더링(DIBR) 기법

을 이용한 3차원 스테 오 입체 방송의 부가정보 상 구성 방법을 설명한다. DIBR에서는 좌측 시 의 상과 깊

이 정보를 송하고 수신측에서 우측 시 을 복원하는데, 화질이 손상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가 정보를 구성

해서 함께 송하여 복원된 상의 질을 높이고 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elta image composition methods using Depth-Image-Based Rendering (DIBR) for 3D stereoscopic broadcasting 

for the low bandwidth mobile DMB broadcasting system. With DIBR, a left and depth images are transmitted to a mobile device, which 

restores the right view, whose quality may be poor. This paper describes delta image composition methods for the restoration while 

minimizing the amount of the transmit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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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아바타(Avatar)’ 등 3차원 입체 화가 시장에

서 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면서 소비자들의 고품질 

상 서비스에 한 심과 기 치가 높아졌다. 3차원 입

체 상 기술이 용된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높은 몰입

도와 장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이 추세는 TV, 개인용 휴 폰, 노트북 컴퓨터에 3차원 

입체 상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에서도 찾아 볼 수 있

다. 이러한 3차원 입체 상 기술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서비스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서비스로도 확 될 것으로 보이며, 

재 한국이나 유럽에서도 3D DMB 연구가 한창 진행 

이다[1].

한국은 2차원 동 상 포맷에 3차원 입체 상

(Stereoscopic)을 지원하는 표 화된 DMB 서비스가 있

고[2], 성 DMB 방송에서 2010년에 약 4개월 정도 3차

원 DMB 방송을 했다[3]. 하지만 3차원 입체 상DMB 

서비스는 콘텐츠 제작의 기술  난제와 3차원 입체 상 

표출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의 비용 인 문제, 특히 

송을 한 DMB 네트워크 역폭의 제한으로 인해서 즉

각 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3차원 TV 방송

에서는 이러한 역폭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Full HD 

스크린(1920x1080 픽셀)을 좌우(960x1080 픽셀) 는 상

하(1920x540 픽셀)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DMB 

방송은 상 크기가 무 작아서 이 게 화면을 나 어 

쓰면 상의 품질이 크게 손상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3D DMB 서비스의 역폭과 상 품질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좌측 상과 우측 상을 모두 그 로 

송하는 방식 신 좌측 상과 깊이 상을 송하고 

단말기에서 깊이 상 기반 더링(Depth Image Based 

Rendering; DIBR)을 이용해서 우측 상을 복원하는 방

식을 사용하기도 한다[4]. 이 때 깊이 상은 깊이 카메

라를 활용해서 취득하거나, 스테 오 상으로부터 변

이 지도(Disparity Map)를 생성해서 사용하는데, 변이 지

도 방식은 DIBR 우측 상의 화질이 품질 하가 더욱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깊이 카메라 방식을 사용하 다. 

한 DIBR 우측 상은 기존 장면에 존재하는 비폐색 

역이 시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면서 원본 상에서 

참조할 정보가 없는 빈 역(Hole)이 발생하고 이 한 

상 품질의 손상을 발생시킨다. 

그림 1. 3D DMB 상 송을 한 DIBR 기반 
부가정보 상(Delta Image) 생성 방법

Fig. 1 Delta Image Generation Method based on 
DIBR for 3D DMB Broadcasting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인 것처럼 이러한 부정

확한 깊이 정보와 비폐색 역으로 인한 상의 품질 

하 문제에 처하기 하여, 우측 간 상과 원본 우측 

상 간의 차이를 부가정보 상(Delta Image)으로 추가 

구성하여 이를 수신한 모바일 장치에서 최 한 원본에 

근 한 우측 시 의 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  깊이 상 기반 더

링의 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구 한 

DIBR 시스템을 설명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종 우측 상 복원의 향상을 해 추가로 부가 정보 

상을 구성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각 

방법들을 실험을 통해 평가 분석하 고 향후 연구에 

해 살펴본다. 

Ⅱ. 관련 연구

깊이 상 기반 더링 (DIBR) 기법은 컬러 상과 깊

이 상을 이용해서 3차원 워핑을 통해 3차원 공간을 재

구성하고, 가상의 카메라를 자유롭게 치시켜 다른 시

의 상을 취득하는 방법이다[5]. 일반 으로 DIBR 

기법은 깊이 상의 질에 의해서 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가상 시 에서 상을 생성한 후에도 폐색 역

에 의해 만들어진 빈 역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최

종 상의 화질이 많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서 깊이 상 

처리(Preprocess)와 빈 역을 채우는 다양한 후처리

(Postprocess) 알고리즘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3차원 공간을 재구성하는데 활용되는 3차원 워핑 기

법은 컴퓨터 그래픽 상과 실사를 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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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다르게 용될 수 있다. Zhang의 연구[6]에서는 

3차원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워핑하는 과정을 설명

한다. 3차원 피사체를 2차원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러 좌표계의 변환을 통해서 이 지는데 이러한 과정

을 역순으로 처리해서 워핑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Jiang et, al의 연구는 이러한 워핑 과정을 GPU를 이용해

서 표에 용시켜 3차원 공간의 좌표를 추출해서 재구

성한다[7]. 실사 상을 이용해서 3차원 화면을 재구성

하는 방법은 OpenGL을 이용하는 간 상 생성 연구

[8]에서 설명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사 카

메라의 내/외부 속성들을 이용해서 2차원 실사 카메라

의 좌표로부터 3차원 그래픽 좌표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깊이 상을 처리해서 최종 상의 질을 향상시키

는 방법들로, Tam과 Zhang은 비 칭 가우시안 필터를 

깊이 상에 용한 후에 3차원 워핑을 시키는 방법을 

활용하 다[9]. 깊이 맵의 처리와 깊이 정보의 기하학

 분석 연구[10]에서는 깊이 상에서 경계부분의 방향

성을 추출한 후 이에 맞춰 가우시안 필터를 용시키는 

방법을 구 하 다. 

폐색 역에 의해서 나타나는 빈 역을 채우는 후 

처리 알고리즘으로 최종 상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

법들로, Zhang과 Tam[11]은 빈 역의 화소 주변에 

해 가 치를 두어 채우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그 

밖에 깊이 정보에 따라 기  상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 고 각각의 층에 해 상 인페인  기법을 활용

해서 틈새 역을 채우는 알고리즘이 연구되기도 하

다[12]. 한 심카빙(Seam Carving) 기법을 응용한 

가려짐 역 보상 기법과 나선형 가  평균 기법으로 

상을 보간하는 알고리즘 등도 후처리 기법으로 활

용된 바 있다[13].  

 

Ⅲ. 모바일 입체 영상 생성을 위한 깊이 영상 

기반 렌더링 시뮬레이션 구현

본 연구에서는 DIBR 구 을 하여 깊이 상 처

리를 하지 않았다. OpenGL을 이용한 간 상 생성 연

구[8]에 기 해서 실사 카메라의 내/외부 속성을 이용하

는 3차원 워핑 과정을 구 하 다. 그리고 Zhang과 Tam

의 연구[11]와 유사한 방식으로 틈새 역 화소의 주변 

색상에 가 치를 부여하는 후처리 틈새 채움 알고리즘

을 사용하 다. 

DIBR 과정은 먼  좌측 시  상과 깊이지도 그리

고 촬  시에 사용된 카메라의 내부  외부 속성

(Intrinsic and extrinsic parameters)를 활용해서 3차원 워

핑(Warping), 즉 좌측 상의 각 화소로부터 카메라 값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 좌표를 계산하는 간 복원 과정을 

갖는다. 카메라 내부 속성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실제 상 면에 투 된 상을 픽셀 단 의 디지털 상

으로 변환한다. 카메라 내부 속성 K는 수식 1에서 보인 

것처럼 카메라의 수평  수직  거리(fc(1)와 fc(2))

와 카메라로 은 상이 맺히는 화면의 심 치(cc(1)

과 cc(2)를 표시한다. 카메라 외부 속성은 회 과 이동에 

한 행렬로 실제 공간에서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

실사 카메라로 힌 디지털 상의 픽셀 치 (u, v)로

부터 실제 상 면 즉 카메라 좌표계 치 (x, y)로의 변환

은 K의 역행렬을 픽셀의 치인 (u, v)에 곱해주어서 얻

을 수 있다. 

   ∙∙           (2)

이 게 변환된 (x, y)좌표는 수식 2에서 표 한 것처

럼 3차원 공간에 치한 (X, Y, Z) 좌표를 카메라의 외부 

속성인 R․T에 곱하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깊이 상

으로부터 Z 치를 먼  계산하고, 수식 2를 풀면 X, Y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 게 구해진 V(X, Y, Z)를 3차원 

그래픽 라이 러리를 이용해서 화면에 그려주면 3차원 

워핑이 완료된다. 

3차원 워핑 후 가상의 카메라를 우측 시 으로 이동 

시키고 다시 상을 획득하면 폐색 역의 빈 공간

(Hole)이 나타난 간 단계의 우측 시  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틈새 역은 계산 오차에 의해 발생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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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픽셀 정도의 작은 역과 비폐색 역에 의해 나타나

는 큰 역의 구멍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실수 연산에 따른 에러로 발생하

는 한 두 개 정도의 작은 틈새 역을 먼  주변 색을 이

용해 채웠다. 그리고 좀 더 큰 역에 해서는 “거치  

깊이 기반 고정 가 치 할당 기법” 알고리즘[14]을 용

해서 처리했다. 여기서 용된 틈새 채움 알고리즘은 

가상 카메라에서 깊이 정보와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

고 틈새 역을 확인한 후에 해당 역에 해 가로 2개 

방향에 치한 빈 역이 아닌 유효 화소를 수집하여 그 

색상 값들을 수식 3에서 보인 것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용시키도록 하 다. 여기서 L과 R은 좌우

측 유효 화소의 색상, l과 r은 좌우측 유효 화소까지의 

거리이다. 

  ∙ × 

 ∙ × 

×      (3)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DIBR의 3차원 워핑과 틈새 

채움 알고리즘 용을 통해 획득한 간 우측 시  상

(R’)과 원본 우측 상(R) 사이의 차이로부터 추가 인 

부가정보 상(Delta Image)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것을 

송 정보에 포함하여 모바일 수신 측에서 상 품질이 

개선된 우측 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본 시뮬 이션 로그램에서는 3차원 DMB 서

비스에서 제안하는 각종 데이터 구성 방식에 따른 송 

데이터양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를 이

용해서 복원된 최종 우측 시  상과 원본 우측 시  

상 간의 정확한 유사도를 객 으로 평가한다.

Ⅳ. 부가정보 영상 구성 방법

기존의 스테 오 방식 기반 3차원 DMB 방송은 좌측 

상과 우측 상을 그 로 송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DMB 환경에서 깊이 상 기반 더링을 사용하여 입체 

방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가 인 부가 정보 상을 

구성하여 DIBR 방법으로 DMB 방송을 서비스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한다.

4.1. Color Difference 방식 알고리즘

Color Difference 방식은 원본 우측 상과 DIBR 기법

으로 복원된 우측 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해서 송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즉 체 으로 원본 상과 복

원되는 상의 완벽한 차이 값을 보내게 되므로, 수신 측 

모바일 단말기에서 복원된 상에 부가 정보를 더할 경

우에 완벽하게 원본과 일치하는 상을 복원할 수 있다. 

아래 수식 4에서 보이듯이 각 화소마다 원본 우측 상

의 색상 값과 복원된 간 우측 상의 색상 값의 차이로 

만들어 내고 이러한 부가정보 상을 간 우측 상에 

더하여 최종 우측 상을 생성한다.

  
  

  


  

  

 ′

″  ′

 (4)

4.2. Absolute Color Difference 방식 알고리즘

Absolute Color Difference 방식은 Color Difference 방

식 같은 완벽한 상의 복원은 어렵지만, 원본에 부가 정

보를 가미하여 복원된 상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하는 방

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수식 5에서 보인 것과 같이 원본 

상과 복원된 상의 차를 구한 후  값을 취하여 부

가 정보 상을 구성한다. 그리고 Absolute Color 

Difference 방식의 부가 정보 상을 간 우측 상에 더

하거나 빼서 화소의 주변 색상과의 차이가 은 쪽을 선

택하여 채우는 방식으로 최종 우측 상을 생성한다.

  
  

  


  

  

∥ ′∥

″  ′±

    (5)

4.3.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방식 알고리즘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방식은 복원된 우측 

상에서 폐색 역(Occlusion)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틈

새(Hole) 역 에서 큰 역에 한 차이만 원본 상

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역에 해서는 단색( 를 들어 

검정색)으로 채우는 형태로 구성한다. 수식 6에서 보이

듯이 복원된 우측 상으로부터 먼  틈새 역과 나머

지를 구분하여 틈새 역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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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le)을 구한다. 그런 후에, 원본 우측 상에서 틈새 

역 상과의 차이 값을 계산하여 부가 정보 상을 구성

한다. 최종 우측 상을 복원할 때에는 계산 오차에 의해

서 생기는 작은 틈새 역에 해서는 주변 색을 이용해

서 먼  채우고, 큰 틈새 역에 해서 부가 정보 상

을 더하여 최종 우측 상을 생성한다.

     i f′
 

  
  

  


  

  

   

″  ′

 (6)

틈새 역 확인 상(Ihole)은 틈새 역의 정보를 보여

주는 간 생성물로 검은색은 부가 정보의 구성을 필요

로 하는 역을 나타내고 흰색은 부가정보의 구성이 필

요하지 않은 역을 나타낸다.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방식의 부가 정보 상은 이러한 틈새 역 

확인 정보를 포함한 이진 상을 토 로 구성된다. 이 방

식의 경우 부분의 부가 정보 상이 단색으로 구성되

어 동 상 압축을 하는 경우 임간의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압축률이 훨씬 높아진다.

Ⅴ. 평가 및 분석

5.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IBR 기반의 3차원 모바일 

방송을 한 송용 입체 상 데이터 구성 방식의 효

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세 가지의 부가정보 상 구

성 방법(즉, Color Difference, Absolute Color Difference,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에 한 상의 품질

과 송률을 비교 분석하 다. 본 실험에서 다시  

상뿐만 아니라 깊이 상, 그리고 카메라 내부  외부 

라메타 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Break 

Dancer와 Ballet 상[15]을 사용하 다. 본 실험 동

상들은 총 100 임의 상으로 구성된다. 그림 2는 

실험 동 상에 한 세 가지 방식의 부가정보 상을 

보인다.

(a) 

(b)

(c) 

그림 2. Break Dancer와 Ballet 동 상에 한 
부가정보 상 (a) Color Difference 방식 알고리즘
(b) Absolute Color Difference 방식 알고리즘

(c)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방식 알고리즘
Fig. 2 Composition Methods of Delta Image for Break 

Dancer and Ballet video footage
(a) Color Difference (b) Absolute Color Difference 

(b)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본 실험 평가에서는 3차원 DMB의 데이터 송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한국 DMB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H.264 baseline Profile@L 1.3 코덱으로 동 상을 인코딩

한 후에 생성되는 동 상의 일 크기(Bytes)를 비교하

다. 압축률은 제안한 방식으로 좌측 상과 깊이 정보, 

부가정보 상을 묶어서 송할 때의 압축 크기에 하

여 기존의 좌우 스테 오 상을 그 로 송할 때의 압

축 크기로 나  결과이다. 한 제안한 세 가지 방식으로 

최종 복원된 우측 상에 하여 원본 우측 상과의 품

질 유사도를 평가하기 해서 각각의 100 임에 한 

PSNR(dB)을 구하여 그것들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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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방식 실험 동 상 크기 (Bytes) 압축률 PSNR (dB)

스테 오 상 
(L + R) => (L + R)

Break Dancer 35,224,629 1.000 Infinite (동일한 상)

Ballet 28,059,531 1.000 Infinite (동일한 상)

깊이 상 기반 더링 (DIBR)
(L + D) => (L + R’)

Break Dancer 20,828,013 0.591 23.9

Ballet 16,624,859 0.592 23.7

Color Difference 부가정보 상 방식의 DIBR
(L + D + CΔ) => (L + R’‘)

Break Dancer 99,297,042 2.819 Infinite (동일한 상)

Ballet 84,651,771 3.017 Infinite (동일한 상)

Absolute Difference 부가정보 상 방식의 
DIBR
(L + D + AΔ) => (L + R’‘)

Break Dancer 41,470,191 1.177 31.7

Ballet 35,332,486 1.259 29.7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부가정보 
상 방식의 DIBR
(L + D + DΔ) => (L + R’‘)

Break Dancer 25,537,025 0.725 34.1

Ballet 21,274,665 0.758 32.3

표 1. 부가정보 상 구성방법에 따른 동 상 데이터 크기와 압축률  평균 PSNR
Table. 1 Video Size, Compression Ratio, and Average PSNR Value for Delta Image Composition Methods

5.2. 실험 결과  토론

표 1은 Break Dancer 상과 Ballet 상에 하여 스

테 오 상을 송할 때와 깊이 상 기반 더링 방

식의 세 가지 부가 정보 구성 방식을 용할 때 동 상

의 크기와 압축률  평균 PSNR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

다. 스테 오 상의 경우에는 송하는 우측 상이 

원본 상이기 때문에 PSNR 값이 무한  값(Infinite)으

로 나타난다. 일반 인 깊이 상 기반 더링의 경우 

좌측 상과 깊이 정보를 송하여 복원된 우측 상과 

원본 상간의 PSNR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 외에 제안

한 세 가지 다른 부가정보 구성 방식의 경우 좌측 상

과 깊이 정보, 부가정보 상을 묶어 송할 때 최종 복

원되는 우측 상과 원본 우측 상의 PSNR 값을 비교

한 결과이다.

좌측 상과 깊이 상만을 보내서 모바일 단말기에

서 DIBR을 통해 우측 상을 생성했을 경우에는 데이터 

송량이 상당히 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를 들어 

Break Dancer와 Ballet 상들을 스테 오 방식으로 송

하는 것에 비해서 0.591와 0.592로 약 40%에 가까운 압

축 향상률을 보 다. 하지만 실제 생성되는 우측 상과 

원본 상을 비교하면 PSNR 값이 약 23정도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olor Difference 방식(L + D + CΔ)의 경우 완벽한 복

원(즉, PSNR값이 Infinite로 동일한 상임)이 가능한 장

이 있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픽셀에서 아주 게나마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가 정보(Delta)의 양이 무 

커져서 스테 오 상(L + R)을 송하는 경우에 비하

여 송해야하는 정보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

났다. 즉, 부가정보 크기만으로도 Break Dancer가 

78,469,029 바이트, Ballet이 68,026,912 바이트로 압축률

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Absolute Color Difference 방식(L + D + AΔ)은 Color 

Difference 방식에 비해서 데이터의 크기가 많이 감소하

기는 하지만 아직도 압축 효율이 Break Dancer가 1.177, 

Ballet이 1.259로 원본 상을 보내는 것에 비하여 아직

도 데이터의 양이 크고 따라서 압축률이 떨어지는 결과

가 나타났다. 한 평균 PSNR 값을 살펴보면 Break 

Dancer가 31.7 dB, Ballet이 29.7 dB로 최종 복원된 우측 

상의 화질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방식(L + D + 

DΔ)을 활용한 경우 Absolute Color Difference 방식에 비

해서 송량과 송신측에서 최종 으로 복원된 우측 

상의 화질 결과가 좀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축률을 보면 스테 오 상(L + R)을 그 로 보낼 때

보다 Break Dancer가 0.725, Ballet이 0.758로 송량이 

감소했다. 그리고 평균 PSNR 값도 Break Dancer가 

34.1dB, Ballet이 32.3dB로 부가정보를 사용 안하는 

DIBR 방식(L + D) 보다는 약 10dB 가량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은 Break Dancer와 Ballet 동 상에 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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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별로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방식으로 

최종 복원한 우측 상과 원본 우측 상 간의 PSNR 변

화 추이를 보여 다. 

그림 3.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방식으로 최종 
복원된 우측 상과 원본 우측 상 간의 PSNR 값
Fig. 3 PSNR Values between The Original Right 
Image and the Restored Right Image Constructed 
with Different Filled with Right Image Method

그림에 보이듯이 모든 임에 해 완벽한 복원

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3차원 워핑으로 

 구름(Point Cloud)을 구성 후 카메라를 이동시키면 

앞 객체에 빈틈 사이로 뒤 객체가 보여서 빈 역이 틈

새로 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조명 향으로 동일한 시각의 좌, 우측 사진들 간에 자

체 인 미세한 색상 차이가 존재 (즉, 애 에 상 획득 

시 카메라를 어느 방향에서 느냐에 따라 같은 치

의 색상이 근본 으로 다르게 히는 것)하기 때문이

다. 이 은 처음부터 정확한 부가정보 구성을 어렵게 

해서 완벽한 우측 상을 생성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Ⅵ. 결  론

기존의 모바일 단말기를 한 3차원 DMB 방송 서

비스 연구에서는 스테 오 상 는 다시  상을 

그 로 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DMB의 낮은 

역폭 조건을 극복하기 하여 깊이 상 기반 더링 

(Depth Image Based Rendering: DIBR) 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4]. DIBR은 참조할 원본 

상과 그에 한 깊이 정보를 이용한 이미지 기반 더

링을 통하여 다른 임의의 시  상을 획득하는 기법

으로 다시  상 생성에 매우 효과 이다. 그러나 

DIBR 기법은 깊이정보의 부정확성이나 비폐색 역

에 기인하여 참조할 정보가 없는 틈새 역(Hole) 발생

하는 문제로 인해 복원된 상의 품질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 오(Stereoscopic) 방식을 기반으

로 한 3차원 DMB 방송 서비스를 하여, 기존의 3차원 

상을 그 로 송하는 방식보다 3차원 상 콘텐츠의 

송에 요구되는 데이터 크기를 최 한 이면서 최종 

복원 화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에 해서 제안한다. 기존

의 DIBR 연구에서는 좌측 상과 깊이 상을 송하여 

3차원 워핑과 틈새 채움 알고리즘을 용하여 우측 

상을 복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보완하기 하

여 3차원 DMB 방송 서비스에서 기존 스테 오 상으

로부터 DIBR을 용한 후 원본 우측 상과 재구성된 

우측 상 간의 차이, 즉 복원 시  상에서 발생하는 

폐색 역에 한 부가 정보(Delta Image)를 추가 송하

도록 했다. 그리고 이로써 최종 복원된 우측 상의 품질

을 개선하고 송 역폭 면에서도 보다 유리한 이 을 

얻고자 하 다.

부가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Color Difference, 

Absolute Color Difference,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을 제안하 고, 실험을 통해 최종 으로 복원된 

우측 상의 품질과 데이터 송량  압축률을 기존의 

방식과 함께 비교 분석하 다. 실험 결과, Color 

Difference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본 우측 상과 동

일한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졌으나 데이터 송량이 스

테 오 상 방식에 비하여 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olute Color Difference 방식은 Color 

Difference 방식에 비해 송 데이터의 크기를 일 수 

있었으나 상 품질의 하가 발생했다. Difference 

Filled with Right Image 방식은 데이터의 크기를 이면

서 Absolute Color Difference 방식에 비하여 복원 상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완벽한 우

측 상의 복원은 어려웠다. 틈새 역을 정 알고리즘

의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개인용 3차원 상 단말기에 

수신되는 입체 상 콘텐츠의 데이터 구성 방식을 정의

하기 한 기반 연구로써 표 화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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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향상된 상 처리 

기법을 용하여 복원 상의 화질을 더욱 개선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한 상의 조명 등에 의한 색상 차이

에 하여 강건한 부가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PSNR 외에 인간의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 상

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추가 인 검증 방법에 해서

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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