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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영상에서 얻은 다양한 특징들과 차폐영역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그리드 메쉬(grid-mesh) 기반의 영상
워핑 기법을 통해 다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먼저 주어진 스테레오 영상에서 영상 특징 지도(image 
saliency map), 직선 성분(line segments) 그리고 변이 특징 지도(disparity saliency map)를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들에 대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차폐영역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객체의 경계 부근에서 추출된
변이 특징 지도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다음으로 스테레오 영상에서의 시간적 일관성(temporal consistency)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추출된 영상 특징들의 시간적 일관성을 높인다. 이렇게 품질이 향상된 특징 성분들을 활용하여 그리드 메쉬 기반의 영상 워핑 기법을
통해 다시점 영상을 생성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기법으로 생성한 다시점 영상의 주관적 화질 측면에서 기존의 다시점 영상 생
성 기법들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generates multi-view images by grid-mesh based image domain warping using 
occlusion mask and various image features obtained from the stereoscopic images. In the proposed algorithm, we first extract 
image saliency map, line segments and disparity saliency map from stereo images and then get them through a process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extracted features. This process is accomplished in two steps. In the first step, reliability of disparity 
saliency map on object boundary regions is enhanced by using occlusion information. And in the second step, we enhance the 
quality of image features in terms of temporal consistency by using temporal consistency information for stereo images. With these 
enhanced features, multi-view images are generated by grid-mesh based image domain warping techniqu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better than existing algorithms in terms of visu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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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를 기점으로 디지털

방송의 시대가 열렸다. 네트워크 대역폭의 발전으로 인해

Full HD 급의 고화질 방송 시청이 대중화 되고 있고, IPTV 
서비스와 스마트 TV의 보급으로 인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3D 입체 영상 및 자유

시점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발전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3DTV 방송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다양한 3D 입체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다. 또
한 노트북, 카메라, 프로젝터, 핸드폰 등 다양한 개인용 단말

도 3D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향후

3D 콘텐츠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3D 서비스는 주로 양안 입체영상을 제공하는 형

태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

재하고, 또한 하나의 시점 영상만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입체감이 변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3D 입체 공간상의

물체를 볼 때 느끼는 완전 입체감을 느낄 수 있고 시점 변환

이 자유로운 다시점 3D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

다. 다시점 무안경식 3D입체 서비스는 양안식 입체 영상과

는 달리 다수의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야각이 넓다는

장점과 여러 방향에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시청하여도 뛰어

난 입체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7
년에는 이러한 다시점 3D 영상의 시험방송이 진행될 예정이

며, 이에 따라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점 3D 입체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필요한 시점 수만큼의 카메라를 사용하

여 직접 다시점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여러 대의

카메라 동기화 및 보정 작업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둘
째, 컬러 카메라와 이에 대응되는 깊이 카메라(depth cam-
era)를 사용하여 동시에 획득된 컬러 및깊이 영상을 이용하

여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기법을 통해 다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다
[1,2,3,4]. 마지막방법은 스테레오 카메

라로부터 좌, 우의 영상을 획득하고 영상 워핑(image do-
main warping, IDW) 기법을 통해 다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다
[5,6]. 현재 보급되고 있는 3D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양

안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콘텐츠도좌, 우 두 개의 영상으

로 구성된 스테레오 영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무안경

식 다시점 3D 디스플레이가 보급되면, 스테레오 영상을 입

력으로 하여 DIBR 기법이나 IDW 기법을 통해 다시점 영상

을 생성하는 기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3,4,5,6]. 

그러나 스테레오 정합 기법을 사용하여 정교한 변이지

도(disparity map)나 깊이지도(depth map)를 추출하는 작

업은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

점이 있다. 따라서 차폐영역(occlusion)과 부정확한 변이

정보 인하여 생성된 가상시점 영상에 경계 잡음(boundary 
noise) 및 홀(hole)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높은

성능의 홀 채움 및 경계 잡음 제거 기법이 필요하다
[7]. 

그러나, 자동화된홀채움및 경계잡음 기법에서는 정교한

변이지도 혹은 깊이지도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

[8].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영상기반 워핑

기법을 활용하여 다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이 제안되었

다
[5]. 이 기법은 스테레오 영상에서 화소전체에 대한 변이

정보를 추출하지 않고, 광류(optical flow)[9]
와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10]
를 활용하여 특징점에 대한

변이만을 구한다. 또한, 스테레오 영상에서 직선 성분(line 
segment) 및 명암변화 특징(intensity gradient saliency)[6,11]

을 추출하여 가상 시점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약 조건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 기법도 광류와

SIFT의 부정확한 변이 추정값으로 인하여 객체 경계 영역

에서의 특징점들의 변이가 낮은 신뢰도를 갖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그리고 화소값의 미세한 변화로 인하여 영상의

특징들이 프레임별로 추출되는 특징이 달라질 경우, 해당
부분의 가상 시점 영상에서흔들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IDW기법

[5]
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폐영역 추출 정보와 시간적 일관성 조

사를 이용한 새로운 IDW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먼저 차폐영역에 대한 마스크 정보를 활용하여 객체 경계

영역에서의 낮은 신뢰도의 변이 값들을 신뢰도가 높은 변

이 값들로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변이의 신뢰도를

높인다. 차폐영역에 대한 정보는 원본좌(우)영상과 IDW를

기법을 통해 각각 생성된 가상의 좌(우)영상 간 합성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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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SIFT기법을 통해 추출된 특징점과 예측된 변이 정보
     Fig. 2. Extracted Feature points and estimated disparity information by SIFT  (a) left image (b) right image

계산
[12]

을 통하여 이 정보를 획득한다. 다음으로 프레임간

의 시간적 일관성(temporal consistency) 대한 정보를 이용

하여, 스테레오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 성분들이 시간적 일

관성을 갖도록 보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

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적인 과정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 비교 실험결과

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I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다시점 영상 생성 기법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DW(image domain 
warping) 기반의 다시점 영상 생성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

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DW 기반의 다시점 영

Input Image

Disparity Saliency Map

Temporal Consistency

Mesh Optimization

View Synthesis

Image Saliency Optical Flow Line SegmentSIFTOcclusion Mask

Mesh Initialization

Occlusion Generation

그림 1. 제안된 다시점 생성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the proposed multi-view synthesis algorithm

상 생성 기법의 흐름도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하

위 절에서 설명한다. 

1. 스테레오 영상 내 특징 추출

제안하는 기법의 첫번째 과정으로 스테레오 영상으로부

터 변이 특징 지도(disparity saliency map)을 생성하는데, 이
는 블록 단위의 광류(optical flow)[9] 계산 기법과 SIFT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기법

[10]
으로부터 계산한

다. 광류계산기법은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Lucas-Kanade 기법
[9]
을 사용한다.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동

영상에서 동일한 객체의밝기값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밝

기항상성(brightness constancy)과 영상내에서의움직임은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시간 지속성(temporal persistence), 
그리고 공간적으로 서로 인접하는 점들은 동일한 객체에속

할 가능성이 높고 동일한 움직임을 갖는다는 공간 일관성

(spatial coherence)이 그것이다. Lucas-Kanade 기법에서는

가우시안 피라미드(gaussian pyramid)를 적용하여 두 영상

간에 존재하는 화소의움직임 정보를 구한다. 이 정보는색

과모양 변화에 대하여강인한 결과를 보여주며, 블록정합

등의 기법에 비하여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기법은물체의크

기나방향에상관없이높은정확도로해당물체의위치를추출

할수있다. 이 SIFT 기법을통해좌, 우스테레오영상에포함

된 특징점을찾고 각 영상에서찾은 특징점들의 위치 차이를

이용하여 특징점들의 변이를 찾는다
[10]. 이렇게 구한 변이는

광류 계산을 통해 얻은 변이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그림 2는 SIFT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스테레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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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특징들 (a) 원본 좌 영상 (b) 변이 특징 지도 (c) 명암 변화 특징 지도 (d) 직선 성분
Fig. 3. Extracted features from stereo images (a) original left image  (b) disparity saliency map  (c) intensity saliency map  (d) line segments

내에서의 특징점 및 특징점 간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녹색
선은좌, 우 영상 간 특징점 정합을 통하여 영상내에서 추

출한 특징점의 변이를 나타내며, 녹색선의길이는 대응특

징점 간의 변이 크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광류계산과 SIFT를 이용한 변이 추출

결과를 서로 결합하여최종 변이 특징 지도를 구성한다. 이
때, 동일한 특징점에 대해 추출된 변이가 두 기법 모두에

존재할 경우에는 신뢰도가좀더 높다고판단되는 SIFT기법

에 의해 얻어진 변이를 사용하게 된다. 광류계산및 SIFT
를 이용하여 이렇게 결합된 변이 특징 지도는 기법의 특성

상 영상내에 있는 객체의 경계영역에서 낮은 신뢰도를갖

는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받은 차폐영역(occlusion region) 
추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영역에서의 변이 특징 지도 신뢰

도를 높인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다시

점 영상 생성 시의 영상왜곡을최소화하기 위해 명암변화

특징 지도(intensity gradient saliency map)[11,12,13]
와 직선

성분(line segment)[14,15]
도 추출하여, 영상 워핑 시 제한 조

건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명암변화 특징 지도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인지과정은 시각체계를 통해 입력되는 영

상 중 의미 있는 특징만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인지함으

로써 보다 빠르게 많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 인지공학, 컴퓨터 비전 분야 등에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인지과정을 바탕으로 하

는 특징 지도(saliency map)는 영상을 이진화하여 객체 영

역과 객체가 아닌 영역으로 분리함으로써 관심 있는 주

요 객체를 추출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12]. 본 논문에

서는 S. Montabone가 제안한 방법
[12]

을 사용하여 명암 변

화 특징 지도(intensity gradient saliency map: IGSM)를 구

한다. 
한편, 직선 성분은 영상 워핑 시 영상에 존재하는 직선

부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존

에는 Canny 에지 추출 기법과 Hough 변환이 많이 이용되

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산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LSD 
(line segment detector) 기법

[15]
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출

된 명암변화 특징 지도와 직선 성분은 그리드 단위의 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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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 'BeerGarden' 시퀀스의 변이 특징 지도 및 컬러 영상과의 중첩 영상 (a) 수정 전의 변이 특징 지도 (b) 수정 전의 중첩 영상 (c) 수정 후의 변이
특징 지도 (d) 수정 후의 중첩 영상
Fig. 5. Overlapped images of color image and its disparity  (a) before modification (b) after modification

워핑(Grid-mesh warping) 기법으로 다시점 영상을 생성할

때 영상의 중요한 부분과 직선 부분에서 왜곡이최소화 되

도록 사용된다
[5,6]. 

그림 3(b), (c), (d)의 영상은 입력받은 ‘BeerGarden’ 스테

레오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변이 특징 지도, 명암변화 특징

지도, 직선 성분의 예를 각각 보여준다.

2. 차폐영역 추출 정보를 이용한 변이 특징 지도의
신뢰도 향상

앞절에서언급하였듯이 제안하는 기법에서 변이를 추출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류계산기법 및 SIFT 기법은 객체

경계영역에서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가상 시

점 생성 시에 객체의왜곡을 발생시킬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력받은 차폐영역 추

출 정보를 활용하여 객체 경계영역에서의 변이 신뢰도를

향상시켜가상 시점에서의 객체왜곡을최소화하도록한다. 

그림 4. 차폐영역 마스크의 예
Fig.4. Example of an occlusion mask

차폐영역 추출 정보는 그림 4와같이 0(비차폐영역)과 1(차
폐영역)로 구성된 마스크(mask)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정보는 주어진 스테레오 영상에 대한 정교한 깊이지도

가 있다면, LRC(left/right disparity consistency checking) 
기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원본좌(우)
영상과 IDW를 통해 생성된 가상의좌(우)영상의합성 오차

(왜곡)가 많은 영역[16]으로부터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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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BeerGarden' 시퀀스로부터 추출한 변이 특징

지도 및 컬러 영상과 중첩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a)와 (b)에서, 변이 특징 지도와 컬러 영상의 경계들이잘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폐영역은 주요

객체와 배경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차폐영역 정보를 주요 객체의 경계영역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여 추출된 변이 특징 지도의 객체 주변에서

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변이 특징 지도의 신뢰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그림 6에서, 녹색과 파랑색으

로표시된 영역은 객체 경계에서의배경 영역 및 객체 영역

을 나타낸 것으로 차폐영역 정보를 객체의 경계영역에 대

한 정보로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객

체 경계 영역에서 변이 특징 지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 이 영역들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내에 있는 변이를 수정

하게 된다. 또한 연한 색 블록은 수정에 사용되는 변이를

나타낸것이며, 진한색블록은 수정할 변이를 나타내는 것

으로 연한색블록들의평균값으로 수정된다. 이 과정은 그

림 6에서 표시한 화살표 방향처럼 경계의 바깥 영역에서

경계 영역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림 6. 추출된 변이의 신뢰도 향상
Fig. 6. Enhance reliability of extracted disparity

3. 추출된 특징들의 시간적 불연속성 정제

카메라를 통해 연속된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가 고정

되어 있어도 조명 변화 등의 이유로 움직임이 없는 배경

영역에서의 미세한 화소 컬러값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특징 성분들을 추출할 때도 화소 컬러

값의 미세한 변화로 움직임이없는 영역에서 프레임 간 추

출된 특징 성분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7은 이러

한 현상을 보여주는 예시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

는 'Samgyetang' 시퀀스의 1~3번 프레임에서 추출한 직선

성분들을 각 프레임마다 다른 색으로 표현한 후 중첩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연속된프레임에서추출된직선성분들의중첩영상(1~3프레임, ‘삼
계탕’ 시퀀스)
Fig. 7. Overlapped line segments extracted from successive 
frame(1~3 frames, 'Samgyetang')

그림 7에서 보는바와같이 직선 성분들이 여러 가지 색

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밝은 녹색으로

표현된 직선 성분들만이 세 프레임 모두에서 추출된 것이

며, 그 외의 다른직선 성분들은 하나혹은 두 프레임에서만

추출된 것이다. 그림 8은 'Samgyetang' 시퀀스의 첫번째와

두번째 프레임의 차이 영상을 나타낸것으로, 그림 7과 그

림 8(a)를 보면 연속된 프레임 간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

는 부분에서 추출된 직선 성분들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움직임이없는 영역에서의 특징 성분

차이는 가상시점 생성 시에 수행하는 최적화 과정에서 다

르게 작용하여 그림 8(b)와 같이 생성된 가상시점 영상의

프레임간 차이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화면이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영상 내의 움직임이 없는

영역에서 추출된 특징의 시간적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후처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불연속성 정제를 위하여 블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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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8. 연속된 프레임간의 차 영상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레임, ‘삼계탕’시퀀스) (a) 원본 좌 영상 (b) 시간적 일관성 보상 전의 가상 시점 영상 (c) 시간적
일관성 보상 후의 가상 시점 영상

Fig. 8. Difference image of successive frame (1st frame and 2nd frame, 'Samgyetang' sequence) (a) original left image (b) virtual view image 
without temporal inconsistency refinement (c) virtual view image with temporal inconsistency refinement

반 MAD(mean absolute difference)를 활용하여 영상 내의

움직임을검출 한다
[17]. 먼저좌, 우 영상에 대하여 RGB 각

성분별로 블록 단위의 MAD를 계산하고, 계산된 성분별

MAD값이모두 임계값보다 작을 때만움직임이없는블록

으로 판단한다. 움직임이 없는 영역에서는 이전 프레임에

서 추출된 특징 성분을 그대로 사용하며, 그 외의 영역에서

는 현재 프레임에서 추출된 특징 성분을 사용하여 최적화

과정을 진행한다. 시간적 불연속성을 정제한 특징 성분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 시점의 차 영상인 그림 8(c)를 보면

정제 전에 비하여 연속된 프레임간 컬러차이가 많이 줄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리드 메쉬 워핑을 활용한 다시점 영상 생성

본 논문에서는 앞 절에서 추출된 특징들을 사용하여 그

리드 메쉬 기반의 워핑 기법(grid-mesh based image do-
main warping technique)을 적용하여 다시점 영상을 생성

하게 된다. 그리드 메쉬 기반의 워핑 기법은 그림 9와같이

영상을 일정 크기의 메쉬(mesh)의 형태로 구성한 후, 각각

의 메쉬에 해당하는 변이값을 기반으로 하여 영상을 메쉬

단위의 워핑을 수행하여 전체적인 영상을 재구성하는 기법

이다
[5, 6]. 이 때, 기반이 되는 변이값은 추출 및 경계영역에

서 신뢰도가 향상된 변이 특징지도로 사용한다. 
그리드 메쉬 기반 워핑 시앞 단계에서 추출된 특징들을

이용하여 영상 내의 고유한 특징들이 가상 시점에서도 최

대한 유지되도록 각 메쉬들에 대하여 최적화 과정을 거친

다. 메쉬의최적화 과정은 영상의 외곽부분을 제외한 각 메

그림 9. 그리드 메쉬로 표현한 영상의 예시 (‘Story' 시퀀스)
Fig. 9. The example of image expressed by grid-mesh ('Story'se- 
quence)

쉬들의꼭지점에 적용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같다. 먼저, 
변이값들을 기반으로 원본좌(우) 영상의 메쉬들을 변형시

켜가상의 우(좌) 영상을 만든다. 그 후, 변형된 메쉬의꼭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화시키며

최적의 가상의 우(좌) 영상을갖도록하는꼭지점의 위치를

지정한다. 이 때, 가상의 우(좌) 영상과 원본 우(좌) 영상의

식 (1)로 표현되는 에너지를 계산하여 최소의 에너지를갖

는 꼭지점의 위치로 선택하게 된다[18,19,20].  

  (1)

Ec는 가상의 영상과 원본 영상의 차이를 나태내고, Ei · 
El 은 가상의 영상과 원본 영상에서의 명암변화 · 직선 성

분들의 차이값을 나타내며, λ는 각 에너지들의 가중치를 나

타낸다. 따라서최종적으로 합산된 에너지 Ew가 작을수록



866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2013년 11월 (JBE Vol. 18, No. 6, November 2013)

그림 10. 생성된 다시점 영상 ('BeerGarden' 시퀀스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생성한 0~9 시점)
 Fig. 10. Generated multi-view images (0~9th view in first frame of 'BeerGarden' sequence)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특징 성분들이 가상 시점으

로 이동했을 때 얼마나 유지되었는가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원본좌(우) 영상에서의 가

상의 우(좌) 시점을 생성할 때, 각 메쉬들의 최적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적의 메쉬를 통하여 가상 시점

영상을 생성한다. 좌, 우 영상 사이에 임의의 가상 시점 영

상을 생성할 때, 생성할 가상 시점과 원본 영상 사이의 거리

와 좌, 우 영상의 거리 비율만큼 최적화된 메쉬의 형태를

조정하여 가상 시점에서의 메쉬의 형태를 결정한다.
또한 가상 시점 영상 생성 시, 차폐영역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좌·우 영상에서 나타나는 차폐영역을 고려한다. 
차폐영역 정보와 변이 정보를 기반으로 식 (2)~(4)을 이용

하여 각 가상 시점에 해당하는 차폐영역 추출 정보를 생성

한 후, 영상기반 워핑(IDW) 기법을 적용하여 가상 시점 영

상을 생성한다. 

 min   (2)

  (3)

  (4)

 
 여기서 α는 가상 시점과 가까운 원본 시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D는 각 시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L
와 x는 가상 시점에서의 차폐영역의 길이 및 위치를, L0와
x0는 입력받은 차폐영역의 길이 및 위치를 나타내며 d는
해당 차폐영역 주변 객체의 변이를 나타낸다. 가상 시점에

서 차폐영역을 제외한 영역은 원본 시점 영상 중 가상 시점

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의 영상으로부터 생성된다. 예를 들

어 생성되는 가상 시점의 위치가왼쪽에 가깝다면, 해당영

역은 좌 시점 영상으로부터의 워핑을 통해 생성된다. 반대

로, 가상 시점에서의 차폐영역은 가상 시점으로부터 먼 시

점의 영상으로부터의 워핑을 통해 생성된다.(이 경우 우 시

점에 해당)
다음의 그림 10은 ‘BeerGarden’ 스테레오 영상을 입력받

아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8개의 가상 시점 영상과

입력 좌측 영상 등 총 9개 시점의 영상을 보여준다.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시점 영상 생성 기법의 성능을평

가하기 위해 MPEG에서 제공하는 다시점 영상 시퀀스인

‘BeerGarden’ (1,920x1080)과 ‘Cafe’ (1,920x1080)를 테스

트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1(a)와 (b)는 각각 제안된

기법과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 기법[4]에 의해

생성된 ‘Cafe’ 영상의 가상 시점 영상으로, 좌 영상과 우

영상을 포함한총 10개의 시점 중 다섯번째 시점 영상이다. 
그림 11의 결과 영상으로부터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생성

한 가상 시점 영상이 DIBR 기법[4]에 의해 생성된 가상 시

점 영상보다 경계잡음 및 객체왜곡의 측면에서 우수함을

알수 있다. 그림 11(b)의빨강색과 파랑색으로표시한 부분

을 보면, 기존 기법의 경우, 가상 시점 영상에서 경계잡음

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란색으로표시한

부분에서는 왜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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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1. 생성된 가상 시점 영상('Cafe' 시퀀스, 5번 시점) (a) 제안된 알고리즘 (b) DIBR 알고리즘[4]
Fig. 11. Generated virtual view image(‘Cafe‘ sequence, 5th view) (a) proposed algorithm (b) DIBR algorithm

(a) (b) (c)
그림 12. 'BeerGarden' 시퀀스의 부분 확대된 영상 (a) 원본 좌 영상 (b) 기존 IDW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4번 시점 영상[5] (c)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4번 시점 영상
Fig. 12. Partially zoomed image of 'BeerGarden' sequence (a) original left image (b) 4th view generated by the existing IDW algorithm[4] (c) 4th 
view generated by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 11(a)의 제안한 기법에 의한 결과에서는 경계 잡음과

객체 왜곡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2는 ‘BeerGarden’ 시퀀스에 대한 실험 결과

를 부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왼쪽부터 원본좌영상, 기존

의 IDW 기법[5]을 통해 생성된 가상 시점 영상 그리고 제

안하는 기법으로 생성한 가상 시점 영상을 나타내며, 가상

시점 영상은총 10개의 시점 중 네번째 시점 영상이다. 그
림 12(b)의빨강색원으로표시한 부분을 보면 그림 12(a)에
서와는 달리, 얼굴영역의 크기가커지는 객체의왜곡이 나

타난다. 반면에 그림 12(c)에서는 이러한왜곡이 많이 감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Samgyetang'시퀀스의 가상 시점 영상 생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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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3. ‘Samgyetang' 시퀀스의 부분 확대된 영상 (b) 기존 IDW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영상[5] (b)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영상
Fig. 13. Partially zoomed image of 'Samgyetang' sequence (a) generated by the existing IDW algorithm[4] (b) generated by the proposed algorithm

과를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기존의 IDW 
기법과 제안된 기법으로 생성한 가상 시점 영상으로, 총 10
개의 시점 중 5번 시점의 영상이다. 빨강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제안된 기법으로 생성한 가상 시점 영상에서 객

체의 왜곡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법의 성능을 보다 객관적으로평가하기 위해

ITU-R 권고 이중 자극연속품질척도법인 DSCQS(double 
stimulus continuous quality scale)방법을 이용하여 주관적

화질평가를 수행하였다
[21]. 평가 대상은 일반평가자 20명

이며, 깊이 지도가 필요한 DIBR 기법
[4]
의 특성을 고려하여

'Cafe', 'BeerGarden' 시퀀스를 사용하여 DIBR 기법
[4]
과의

주관적 화질을 평가를 수행하였고, 'Samgyetang' 시퀀스를

추가하여 기존의 IDW 기법
[5]
과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

가는 입체감, 눈의피로도 그리고 영상 품질의 세 가지항목

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점수는 각 항목별 5점 만점으로 입

체감이 좋을수록, 눈의 피로도가 적을수록, 영상의 품질이

기법

평가기준
DIBR 기법[4] 제안된 기법

입 체 감 3.61 4.13

눈의 피로도 3.16 3.67

영상 품질 3.34 3.87

평 균 3.37 3.89

표 1. DIBR 및 제안된 기법에 의해 생성된 다시점 영상의 DSCQS 주관적
화질 평가 결과

Table 1. Result of DSCQS subjective quality test for multi-view image 
generated by DIBR and proposed algorithm 

기법

평가기준
기존 IDW 기법[5] 제안된 기법

입 체 감 3.93 4.22
눈의 피로도 3.38 3.51
영상 품질 3.57 3.83
평 균 3.62 3.85

표 2. 기존 IDW 및제안된기법에의해생성된다시점영상의 DSCQS 주관
적 화질 평가 결과

Table 2. Result of DSCQS subjective quality test for multi-view image 
generated by existing IDW and proposed algorithm 

좋을수록높은 점수를 주도록하였다. 각 기법을 통해 생성

된 다시점 입체 영상에 대하여 주관적 화질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각 기법별, 항목별로 평가된 점수의 평균값을

취하였다. 표 1은 DIBR 기법
[4]
과의 주관적 화질평가의 결

과를 나타낸 것이고, 표 2는 기존 IDW 기법
[5]
과의 주관적

화질 평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과 표 2를 보면, 입체감, 눈의 피로도 그리고 영상

품질의 항목에 있어서 DIBR 및 기존의 IDW 기법에 비해

높은 점수를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BR 기법과 기존

IDW 기법의 경우, 그림 11과 그림 12, 그림 13에서 보인

객체의 왜곡이나 경계 잡음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제안된 기법의 가상 시점에서

의 객체의 왜곡 감소가 주관적 화질 향상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표 3는 제안된 기법의 항목별 수행 시간을 나타낸다. 

'Cafe', 'BeerGarden', 'Samgyetang' 시퀀스의 각 100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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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을 사용하여 주어진 실험 환경(Visual Studio 2010, 
Windows 7 64 bit, 8GB Ram, Core i7-2600K 3.4 GHz)에
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평균 시간을 나타내었다. 표 3을
보면,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특징 성분들의 추출 과정과

최적화 과정에 비하여 가상 시점 영상을 생성하는데 상대

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 시간

변이 특징 지도 추출 16832 ms

명암 변화 특징 지도 추출 883 ms

직선 성분 검출 1411 ms

시간적 불연속성 정제 751 ms

최적화 과정 10345 ms

가상 시점 영상 생성(10개 시점) 1871 ms

표 3. 제안된 기법의 수행 시간
Table 3. Processing time of proposed algorithm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특징을 추

출하고, 차폐영역 추출정보를 입력받아 그리드 메쉬 기반

의 워핑 기법에 의해 다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모든 화소가 아닌주요 특징점

들에 대한 변이만을 활용하여 다시점 영상을 생성하며, 추
출된 특징에 의해 정의된 제한조건을 사용하여 가상 시점

영상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차폐영

역 추출 정보를 활용하여 객체의 경계 영역에서의 변이 정

확도를 높여 부정확한 변이로 인한 영상의왜곡을줄일 수

있었다. 실험 결과와 주관적 화질평가를 통해 제안된 기법

이 DIBR 기법 및 기존의 IDW 기법에 비해 향상된 주관적

인 화질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안한 기법이

객체 경계 영역에서의 왜곡을 줄이고 경계 잡음도 감소시

키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다시점 영상 기반의 입체 영상

에서 눈의 피로도 감소 및 입체감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100 프레임 영상에서 10개의 가상 시점 영상을 생

성하는데 평균적으로 1.8초가 소요되는데, 병렬프로그래밍

이나 GPU를 활용하여 처리속도를 개선하고, 최적화 과정

의 결과를 스테레오 영상과 함께 부가데이터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실시간 처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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