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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지영상 및 동영상내의 화면에서 관심영역이 설정되고, 비관심영역에 비하여 관심영역에 높은 화질이 제공되면 전체적으로 주관적

화질이 증대하게 된다. 관심영역은 색상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추출하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질 뿐만아니라 추출의 정확도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심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며, 카메라와 관심영역 객체별 거리를 산출하고, 거리에

따라 객체의 화질을 차별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거리가 먼 객체에는 높은 양자화 계단크기를 적용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객체에는 낮은 양자화 계단크기를 적용하여 화질을 좋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에 의해 객체의 거리별로 양자

화계단의 크기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관적 화질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모의실험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If the region of interest (ROI) is set within the picture of image and video and the high quality is provided in ROI compared 
to Non ROI, then overall subjective picture quality can be increased. ROI extracted by the color camera only increases the 
calculation complexity and reduces the extraction accuracy. In this paper, we use depth camera to set the ROI and calculate the 
object distance from camera, then propose a method that the different picture quality is controlled by depending on the distance of 
an object. That is, we apply a high quantization step size to the far object, but relatively a low quantization step size to the close 
object, so better picture quality can be provide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pplying the differential quantization step size to the 
distance of objects by the proposed method can improve the subjective picture quality.
 

Keyword : Quantization step size, Region of interest, Depth information, Picture quality control

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다양한 컴퓨터 및 정보단

말기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정지영상 및 동영상 등의 멀티

미디어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상 신호는 다른

멀티미디어 신호에 비하여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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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록을 위해서 압축 부호화가 필요하다. 압축 부호화는

제한된 부호화율 상황에서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부호화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정지영상을 위해서

는 ISO/IEC에서 JPEG, JPEG2000 부호화 표준을 제정하였

으며, 동영상 압축표준으로는 ISO/IEC와 ITU-T 두 기관에

서 MPEG-1, 2, 4와 H.261, H.262, H.263, H.264 표준을

제정하였다
[1]. 또한 최근에는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으

로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2-4].

또한, 부호화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2차원 공간상에

서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비관심영역에 비하여 관심영역에

더 높은 화질을 제공함으로써, 관심영역의 주관적 화질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심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연속하는 화면간의 차이값으로부터 움직임

부분을 찾아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는 방법
[5], 사람의 얼굴

부분과 배경 부분을 검출하여 얼굴부분을 관심 영역으로 설

정하는 방법
[6], 화면간 차 신호와 피부색깔을 동시에 고려하

여 관심영역으로 설정하는 방법
[7] 등이 제안되어져 왔다. 또

한, 화면내 객체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객체추출없이 영상의

움직임을 판단하여 중앙부분, 외곽부분, 상위 또는 하위부분

등으로 관심영역을 설정하는 방법
[8,9]

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영상 화소값을 획득하는 색상 카메라만으로는 다수의 객체

가 존재할 경우에 각각 객체의 윤곽선을 정확하게 검출하고, 
각 객체에 관심도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부여하여 화질을 제

어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깊이

카메라와 색상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하여 관심영역을 설정

하는 방법
[10] 등이 제안되어져 왔다. 깊이 카메라로부터 얻

은 거리정보와 색상 카메라로부터 얻은 영상의 텍스처 및

움직임 정보 값을 이용하여 객체를 추출하고 관심영역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관심영역 설정이 더 정확해질 수 있다. 그
러나, 거리정보를 관심영역 추출에만 적용하고, 화질제어에

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객체가 존재할 경우, 객체

간 화질제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깊이(Depth) 및 색상(Color)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하여 관심영역을 추출하고, 카메라와 목표 객

체 사이의 거리와 화질제어를 위한 양자화 계단크기의 관

계식을 제시하여 관심영역에 효율적으로 화질 제어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즉,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는 객체에

는 상대적으로 높은 양자화 계단크기를 적용하지만, 가까

이 있는 객체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양자화 계단크기를 적

용하고 높은 화질을 제공하게 해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깊이 카메라로부터 카메

라와 객체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객체간 거리 정보로부터 양자화 계단크기를

달리 적용하는 제안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모의실험 및 결과를 분석하며 5장에서 결론에 대해 기술

한다. 

Ⅱ.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및 객체
라벨링

깊이 카메라는 비행시간(TOF: Time-of-Flight) 방식으로

작동하는 적외선 펄스 레이저로 구현되고 있다. 적외선 펄스

레이저는 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를 포함하며, 다이오드에

서 방출된 펄스광은 공간으로 조사되고 피사체의 표면에서

산란된 후에 적외선 펄스 레이저의 광검출기에서 검출할 때

까지의 시간이 측정된다. 이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객체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피사체의 거리 정보는 화면

으로 구성되며, 화면은 각 화소(pixel) 별로 구성된다.
화면내 같은 객체는 비슷한 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

십cm 이내 거리에 있는 화소들을 그룹화하고 라벨링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라벨링된 화면은 배경영역에는 ‘0’, 첫 번

째 객체영역에는 ‘1’, 두 번째 객체영역에는 ‘2’ 등으로 객

체 수만큼의 크기 값으로 화소값이 저장된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로 Microsoft사에서 개발한

Kinect[11]를 사용한다. Microsoft사는 PrimeSense사의 움직

임 센서 도입, GestureTek사의 특허 라이센스 사용, 3DV 
Systems사와 Canesta사의 기업 인수 등을통하여 게임분야

에 적용하기 위한 Kinect를 개발하였다. Kinect 기술은 레

이저를 이용해 사용자에 적외선을 투사하고 나서 적외선

점(dot)들의 반사파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미지들을 나눈

다. 반사강도가약한점들은 멀리서부터반사된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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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색상신호 (b) 라벨링신호

     그림 1. Kinect로부터 얻어진 색상신호와 라벨링신호
     Fig. 1. Color and labelling signals obtained from Kinect

주되며 보다 강도가 센 점들은 전면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온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1은 PrimeSense사의 오픈라이브

러리인 OpenNI[12]를 이용하여 색상 영상과 거리정보로부

터 객체정보를 얻어 라벨링해준 화면을 나타낸다.

Ⅲ. 거리정보를 이용한 화질제어 방법

동영상에서 한 화면 또는 정지영상의 화면에는 다수의 객

체가 존재한다. 객체들은 카메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상에

존재한다. 앞장에서 살펴본것처럼깊이 카메라는 객체마다

거리 정보를 산출해준다. 일반적으로 배경부분은 가장 먼 거

리에 존재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존재한다. 따라서, 카메라로부터 객체간의 거리정보

를 이용하여 화질을 차등적으로 제어해줄 필요가 있다.
객체의 거리 정보로부터 화질을 차별적으로 제어하는 제

안방법에 대한 순서도는 그림 2에 나타낸다. 

그림 2. 제안된 방법의 순서도
Fig. 2. Flowchart of proposed method

거리 영상 산출부에서는 카메라에서부터 각각의 객체 까

지의 거리 정보를 산출하여특정 해상도를 갖는 거리 영상

을 얻는다. 거리 영상의 해상도는 깊이 카메라에서 제공되

는 수평및 수직의 공간적 해상도, 즉 적외선센서의 정확도

에 의존한다. 객체 추출부에서는 거리 영상에 근거하여 비

슷한 거리에 있는 화소들을 그룹화하여 동일 객체로 라벨

링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기준거리에서 수십

cm 또는 수m 이내에 존재하는 화소들은 같은 거리에 존재

하는 화소들로 근사화된다. 화질제어부에서는 객체별로 근

사화된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거리에 따라 객체별로 화질

을 차이나게 제어한다. 화질제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될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양자화 계단크기 방법을 적용

한다.
영상부호화 기법에서 화질이 양자화 계단크기를 통하여

제어될 경우에는 정지영상 및 동영상내 화면이 수평방향x
수직방향으로 8x8 또는 4x4 블록단위로 처리되며, 하나의

블록에 대하여 동일한 값의 양자화 계단크기가 적용된다. 
양자화 계단크기가 크면손실이 발생하여 화질이 떨어지고, 
양자화 계단크기가 작아지면손실이줄어들어 화질이 좋아

지게 된다. 이러한 양자화 계단크기는 제한된 전체 부호화

율 조건을 만족시키는범위안에서 최적의 화질이 제공되도

록 제어되어야 한다.
그림 3은 객체내의 각블록의 거리에 따라 양자화 계단크

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양자화 계단크기

값은 거리에 따른 관계식으로 정해진다. 거리에 따라 양자

화 계단크기가 선형으로 증가되게 할 수 있다. 선형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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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색상영상의 부호화율과 PSNR 관계
Fig. 4. Relationship of bitrate and PSNR for color video

에 따라 정비례로 증가하게 제어된다. 

그림 3. 거리에 따른 양자화 계단크기의 설정
Fig. 3. Assigning quantization step-size according to distance

      ≤ ≤  (1)

여기서 은 양자화 계단크기 값이며, R은 카메라로

부터 객체간 거리 값이다. 또한,  는 상수 값이다. 특정

거리 R1보다 작고, R2보다큰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양자화

계단크기를 변화하지 않고 고정시킨다. 즉, Qstep1은 부호

화기에서 제공되는 양자화 계단크기의 최소값 이상이 되어

야 하고, Qstep2는 양자화 계단크기의 최대값 이하가 되어

야 한다.

Ⅳ. 모의실험 및 결과

모의실험을 위해서 깊이카메라와 라벨링은 2장에서 설

명한 Kinect와 PrimeSense사의 OpenNI가 사용되었고, 영
상부호화기는 H.264 JM10.2[13]

이 사용되었다. 영상내 객체

는 그림1과 같이 2개이며, 카메라로부터 객체1, 객체2, 배
경은 서로 다른 거리에 존재한다. 객체1은 객체2에 비하여

약1m, 객체2는 배경에 비하여 약1m 더 가깝게 위치한다. 
영상의 각 화면은 수평방향및 수직방향으로 각각 640, 480 
화소로 구성되었고, 초당 30화면으로 총 90 화면이 사용되

었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상영상을 고정

길이 부호화율로 부호화하고, 각 경우에 대한 원영상과 복

원 영상의 PSNR을 표시한 것이다. 부호화 조건으로는

H.264 Main Profile이며, GOP내에 15개 화면이 있고, 이웃
한 P-화면사이에는 2개의 B-화면이 포함된다.
제안된 방법은 객체마다 양자화 계단크기를 차별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서, 식(1)의 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매크로블록마다 양자화 계단크기가 조절되며,   로 설

정되면, 1m거리 마다 H.264 양자화변수가 4씩차이나도록

설정되는데, 객체1은 객체2에 비하여 양자화 변수가 4 작
게, 객체2는 배경에 비하여 4 작도록 제어하는것을 의미한

다. 즉, 부호화율 제어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H.264 JM에

근거하여 목표 양자화 변수가 결정될때, 객체2는 그 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객체1은 그 값보다 4 작게 할당하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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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 크게 할당하게 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은 객관적 비교척도인 PSNR보다는

객체마다 주관적 화질의 차이를 측정하는것이 바람직하므

로, 주관적 화질 측정의 비교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방법

및 제안방법은 모두 0.4Mbps로 부호화율이 설정되었고, 제
안방법은 다양한 값에 따라 주관적 화질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화질의 측정 방법은 20명의 평가자에게 부호화 방

법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복원된 화면을 무작위로 배치하

고 주관적 화질이 우수한 순서로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다. 
가장 우수한 화면은 5점, 그다음으로 우수한 화면은 4점, 
이런순서로 하여 가장 화질이 좋지 않는 화면은 1점을 부

여하도록 하였다. 표 1은 20명의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를

평균한 것을 나타낸다.

표 1. 주관적 화질 측정 결과
Table 1. Investigation result of subjective picture quality

기존방법
제안방법,   

1 2 3 4 5 6

3.50 3.55 3.60 3.70 3.75 3.85 3.80

제안방법은 기존방법에 비하여 주관적 화질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가 작은 경우, 즉, 객체간 양자화 계단크기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적 화질의 개선이많지 않

지만, 객체간 양자화 계단크기가 4이상 증가하면, 제안방법

에 의한 주관적 화질이 기존방법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됨

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깊이카메라와 색상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하여

관심 객체의 주관적 화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

하였다.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객체는 배경 또는 멀리 떨어

진 객체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깊이카메라

로 부터 카메라와 객체간 거리정보를 얻고, 가까이 있는 객

체는 배경 또는 멀리 떨어진 객체보다 양자화 계단크기를

상대적으로 작게 할당하도록 해줌으로서 주관적 화질을 좋

게 해준다.
깊이카메라로 Kinect를 사용하고, 영상부호화 기법으로

H.264를 사용하여 거리정보에 따라 관심 객체의 화질을 차

별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깊이카메

라 및 영상부호화 기법에 연계되어 확장 응용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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