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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D 방송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운데 ATSC-M/H 기반의 융합형 3DTV 방식은 HD 화질의 좌영상과 모바일 화질의 우영상을

결합하는 서비스 호환 3DTV 시스템으로서 이 방식에서는 좌우 영상 사이에 상대적인 화질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건부 대체 알고리즘(Conditional Replenishment Algorithm)이 제안되었다.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서는 좌우영상 사이의 양안시차 벡

터를 추정하고 양안시차 보상된 HD 좌영상과 단순 확장된 모바일 우영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영상의 화질을 개선한다. 그
러나 이 알고리즘은 여러 계층의 양안시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는 고속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시차 벡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역 탐색 대신에 SDSP(Small Diamond 
Search Pattern) 탐색 방법을 사용하고 탐색의 초기위치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양안시차 벡터 추정을 생략하

는 조기종료 모드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복원 영상의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하

고 모의실험을 통해 이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Abstract

ATSC-M/H based hybrid 3DTV, which is one of the service compatible 3DTV system, has considerable quality gap between the 
left and right views. And CRA(Conditional Replenishment Algorithm) has been proposed to deal with the issue of resolution 
mismatch and improve the visual quality. In CRA, the disparity vectors of stereoscopic images are estimated. The disparity 
compensated left view and simply enlarged right view are compared and conditionally selected for generating the enhanced right 
view. In order to implement CRA, a fast algorithm is strongly required because the disparity vectors need to be obtained at every 
layer and the complexity of CRA is quite high. In this paper, we adopted SDSP(Small Diamond Search Pattern) instead of full 
search and predicted the initial position of search pattern by examining the spatio-temporal correlation of disparity vectors and also 
suggested the SKIP mode to limit the number of processing units. The computer simulation showed that the proposed fast 
algorithm could greatly reduce the processing time while minimizing the quality degradation of reconstructed righ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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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용자에게 현실감 넘치는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3D 입체영상 기술은 영화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방송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가전업계에서는

3DTV 수상기를 시장에 이미 보급하는 상황이며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도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양안식 3D 방송

콘텐츠의 제작이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3D 콘텐츠를 방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과

제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제한된 방송용 주파수 즉 전송

대역폭이 문제가 된다. 3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좌

우 영상을 모두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화질

을 유지하려면 기존 보다 넓은 전송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반대로 주어진 전송대역폭 내에서 좌우 영상을 모두 수용

하려면 낮은 비트율로 부호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화질

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로운

3DTV 방송서비스는 기존의 2D HDTV 환경을 전제로 구

성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의 방송시스템과의 양립

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ATSC에서는 3DTV 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1]. 다양한 제

안방식 가운데 ATSC-M/H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3DTV 시스템은 기존의 HDTV 시스템과 완벽한 양립성을

만족하면서 전송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2]. ATSC-M/H는 실내 고정수신 용도의 HDTV 서비스와

이동수신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 용도로 다양한 부가 서

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인 전송

채널로서 기존의 6MHz 대역내에서 19.2Mbps 비트율의

M/H 프레임을 TS(Transport Stream) 패킷과 M/H 패킷으

로 시분할하여 사용하는데, TS 패킷은 기존의 방송시스템

인 고정수신 환경에서의 지상파 HD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

고 M/H 패킷은 이동수신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수신되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3].

ATSC-M/H 기반의 융합형 3DTV 시스템에서 좌영상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시스템과 마찬가지로 MPEG-2로 부호

화되어 TS 패킷으로 구성되며 우영상은 H.264/AVC로 부

호화되어 M/H 패킷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두 개의 스트림

은 M/H 프레임 형태로 다중화되어 전송된다. 따라서 이 방

식에서는 HD 수신기와 M/H 수신기 각각을 통해서 HD 방
송과 모바일 방송의 개별적인 수신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방송 시스템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3D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HD 좌영상과 모바일 우영상을

각각 얻은 후 이를 결합함으로써 3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그림 1 및 그림 2에서는 ATSC-M/H 기반의 융합형

3DTV 시스템의 블록도
[2]
와 테스트베드 환경

[4]
을 각각 나

타내었다. 

그림 1. ATSC-M/H 기반 융합형 3DTV 시스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ATSC-M/H based hybrid 3DTV system

그림 2. ATSC-M/H 기반 융합형 3DTV 시스템의 테스트베드
Fig. 2. Testbed of ATSC-M/H based hybrid 3DTV system



이동희 외 4인 : ATSC-M/H 기반의 융합형 3DTV를 위한 양안시차 고속 추정 알고리즘 523
(Dong-Hee Lee et al. : Fast Algorithm for Disparity Estimation in ATSC-M/H based Hybrid 3DTV)

이러한 융합형 3DTV 시스템에서는 좌우영상 사이에 화

질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좌영상은 1080p의 HD 해상도를

가지는 영상이고 우영상은 240p 또는 480p의 모바일 해상

도를 가지는 영상이다. 하지만 입체영상에 대한 인간의 시

각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BSE(Binocular Suppression 
Effect)가 알려져 있다. 즉 입체영상을 구성하는 두 영상의

해상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성된 3D 영상의 주관적인 화

질은 둘중에 고해상도 영상을 따라간다. 따라서 좌우 영상

간 해상도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

로 화질에 미치는 영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그러나

해상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거나 부호화에 따른 화질 저하

가 두드러진다면 BSE에 의해서도 화질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영상의 화질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CRA, 
Conditional Replenishment Algorithm)이 제안 되었다

[6].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서는 좌우영상 사이의 상관도를

비교하여 추정한 양안시차를 이용한다. 그리고 낮은 해상

도의 우영상을 좌영상과 동일한 크기로 확장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선형보간된 우영상과 양안시차로 보상된 좌영상

가운데더 우수한 영상을 사용하여 대체함으로써 3D 영상

을 구성하는 우영상의 화질을 개선한다. 하지만 조건부 대

체 알고리즘은 여러 계층마다 양안시차를 추정하는 과정에

서 많은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는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낮추면서도 성능 개선효과를 유지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조건부 대체 알고

리즘의 효율적인 고속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

에 대해서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제안하는 고속화 알고리즘

을 설명한다. 이어서 Ⅳ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실

험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은 ATSC-M/H 기반의 융합형

3DTV 시스템에서 낮은 해상도의 우영상 화질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이다. 이의 기본 개념은 확장된 우영상을 구성함

에 있어서 양안시차로 보상된 좌영상과 단순 확장된 우영

상을 비교하여 원본 우영상과의 오차가 작은 편을 선택적

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기에서 영상을 구성하

기 위해서는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 나타내는 모드 정보와

좌영상을 선택되는 경우의 양안시차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VEI(Video Enhancement Information)라고 부른다. 본절에

서는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양안시차 탐색 영역의 형태 및 해상도

양안식의 입체 영상은 두 대의 카메라에서 동시에 같은

화면을 촬영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공간적 상관도가 매우

높으며 대상이 한쪽 영상에서 가려진 영역에 속하지만 않

는다면 다른 영상에서 이에 대응하는 위치가 존재한다. 양
안시차란 좌영상 및 우영상에서 임의의 대상이 나타나는

위치의 상대적인 차이를 말한다. 이의 추정은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만일 3D 카메라의 좌

우 정렬상태가 완벽하여 에피폴라(epipolar) 라인이 정합되

었다면 양안시차는 이론적으로는 수평방향의 성분만을 가

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 3D 콘텐츠에서 수평방향뿐만아니

라 수직방향의 이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

하여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서는 수평및 수직 성분을 모

두 고려한다. 단 수직방향의 이격은 그리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탐색 영역의 형태는 수평방향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다
[7].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서 양안시차를 추정하고 보상하

는 정사각형 형태의 블록을처리단위(PU: Processing Unit)
라고 한다. 주어진 탐색 영역 내에서 PU를 수평및 수직방

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블록매칭의 결과로서 가장 작은오차

값을 가지는 위치가 양안시차 벡터에 해당한다. 탐색 영역

이 넓을수록 보상 가능한 양안시차의 범위가 커지므로 화

질 개선을 더욱 기대할 수 있지만 계산량 역시 증가한다.
한편 양안시차 벡터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정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질측면에서 유리하다. 양안시차 해상도

가 충분하지 않으면 특정한 패턴의 영상에서 이른바 부분

함몰현상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입체감이 나타날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안시차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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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description frame type disparity vector

LD left view compensated by current disparity inter / intra needed

RI right view simple enlarged inter / intra not needed

PD left view compensated by previous disparity inter not needed

표 1.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의 후보 모드
Table 1. Candidate modes of CRA

유리하다
[8]. 하지만 추정을 정밀하게 한다는 것은 곧 계산

량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해상도의 양

안시차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프레임 타입과 모드 정보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서는 두가지 프레임 타입을 정의

하고 있으며 프레임 타입에 따라서 허용 가능한 후보 모드

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현재 프레임 내의 정보만을

이용하는 intra 타입의 경우에는 LD 모드(양안시차로 보상

된 좌영상 사용 모드)와 RI 모드(단순 확장된 우영상 사용

모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전 프레임의 양안시차 벡터를

활용하는 inter 타입에서는 LD 모드와 RI 모드 이외에 PD 
모드(이전 프레임의 양안시차로 보상된 좌영상 사용 모드)
가 새롭게 후보 모드로 추가된다. inter 프레임 타입을 통해

시간적 리던던시를 고려함으로써 VEI의 발생 데이타량을

줄일 수 있으며 intra 프레임 타입을 통해 임의접근(random 
access)이 가능해진다.

LD 모드에서는 추가적으로 양안시차 벡터가 전송되어야

하지만 RI 모드에서는 단순히 모드 정보만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PD 모드에서도 이전 프레임의 양안시차 정보를 이

미 알고 있으므로 양안시차 벡터를 추가적으로 전송할 필요

는 없다. 이를 표 1에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한편 전송해

야 할 양안시차 벡터는 시공간적인 주변 PU의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예측을 한 후 수평및 수직 방향의 차이성분을 지

수골롬(Exponential Golomb) 부호를 이용하여 부호화한다. 
임의의 PU에 대한최적 모드는 각각의 후보 모드에 대해

서 식 (1)과 같이 주어진 비용함수를 계산하여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모드로 결정한다. 

   (1)

여기서 D는 원본 우영상과 해당 모드로 복원된 우영상

사이의 MAD(Mean Absolute Difference)이며 R은 각 모드

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λ는 RD(Rate 
Distortion) 최적화를 위한 라그랑지안 곱수(Lagrange mul-
tiplier)에 해당한다.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서는 전송채널

의 환경에 따라 λ값을 조정함으로써 VEI 데이터량을 제어

한다. 

3. 가변크기 처리단위와 쿼드트리 구조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PU는 동일한 양안시

차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PU의크기가 작으면

양안시차의 추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원되는

우영상의 화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부가정보의

양이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PU의크기가크면

부가정보의 양은 줄일 수 있지만 화질 개선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체감이 부자연스럽게 나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PU의 크기는 영상내의 객체의 특성

에 따라 그리고 부가정보의 전송대역폭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9]. 그리고 크기가 가변적인 정사각형

모양의 PU들을 표현하기에는 쿼드트리(quadtree) 구조가

적합하다. 이 구조에서는 한 계층에서 하나의 부모노드가

다음 계층에서 네 개의 자식노드로 분할되는 과정이 반복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10]. 

최적의 PU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식 (1)에서 주어

진 비용함수가 사용된다. 즉 PU의최적크기는 부모노드의

비용함수와 자식노드 비용함수의 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

함수 값을 가지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안

시차가 계층별로 추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계층이란 PU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데, 계층0은 1×1 화소크기의 PU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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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a) 실험영상 (b) 쿼드트리 구조.
Fig.3. (a) test image (b) quadtree structure. 

당하며 계층1은 2×2 그리고 계층2는 4×4 와 같이 계층이

올라갈때마다 PU의크기는 수평과 수직으로 각각 두배씩

커진다. 낮은 계층은 영상의세밀한 표현에 유리하고 높은

계층은 VEI의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데에 유리하다. 따라

서 계층의깊이를깊게하여 PU 크기가변하는범위를늘릴

수록 성능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각 계층마다 양안

시차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곧 계산량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림 3에서는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으로 분할된 쿼드트

리 구조의 예를 나타내었다. 그림 3 (a)는 원본 영상이고

(b)는 분할된 영상이다. 그림 (b)로부터 나뭇잎이나 에지성

분이 많은 영역에서는 적은크기의 PU가 선택되어세밀하

게 분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b)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PU는 RI 모드를 나타내고 나머지 PU는 LD 모드를

나타낸다. 도로 또는 하늘과같이 에지나텍스쳐성분이 없

이배경이 되는 영역에서는 양안시차를 사용하여도 화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RI 모드가 선택되었음

을 알 수 있다. 

III. 조건부 대체 알고리듬의 고속화 방안

조건부 대체 알고리듬에서는 양안시차를 구하는 과정에

서 가장 많은 계산시간이 사용된다. 이 주된 원인은 우선

모든 계층마다 양안시차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층

의깊이를늘릴수록 알고리듬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

지만 계산량과소요시간이 늘어나며 이는 PU의크기가 작

은 계층에서 특히문제가 된다. 그리고 주어진 계층에서 양

안시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는데, 그 가운데 성능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전역탐

색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설정된범위 내의 모든위치

를 탐색하기 때문에 복잡도 측면에서는 불리하며 특히 탐

색범위가 넓을수록 계산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화질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탐색의 해상도가 낮

으면곤란하다는점도 알고리듬의 속도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다음의 표 2에서는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은

계산을 차지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인코딩 시간

에서 모듈별로 차지하는 시간 비율을 분석 하였다. 비교기

준을 삼기 위해 이 실험에서는 전역탐색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탐색 영역의범위는 수평방향으로는 ±127, 수직방향

으로는 ±7이고 1/2 화소단위로 양안시차를 추정하였다. 실
험 영상에 대해서 30 프레임을 IntelⓇ VTune Amplifier 
XE 2011을 사용하여평균을 통해 시간 비율을 확인하였다. 
표 2로부터 계층별로 양안시차를 추정하는 Disparity Search 
모듈이 가장 많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이
어서 모드 결정을 위한 Mode Decision 모듈, 양안시차를

보상을 Disparity Compensation 모듈, 지수골롬 부호화를

수행하는 Golomb Coding 모듈, 그리고 나머지 기타 모듈

의 순서로 계산 시간을 차지하지만, 주어진 실험 환경에서

85%라는 대부분의 시간이 양안시차 추정에 소요된다. 따
라서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을 고속화하기 위해서는 양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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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SDSP를 이용한 2단계 양안시차 탐색 (a) 1단계 (정수단위탐색) (b) 2단계 (1/2 화소단위)
Fig. 4. 2-step search of disparity by SDSP (a) step 1 (integer pixel accuracy) (b) step2 (half pixel accuracy) 

차의 추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본 본문에서

사용한 세가지 고속화 기법을 설명한다. 

Module Complexity
Disparity Search 85.0%
Mode Decision 8.0%

Disparity Compensation 3.5%
Golomb Coding 1.0%

etc. 2.5%
total 100.0%

표 2.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의 모듈별 계산 부담률
Table 2. The complexity of modules of CRA

1. SDSP을 이용한 2단계 양안시차 탐색방법

양안시차를 구하는 문제는 동영상 부호화에서움직임 벡

터를 구하는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움직임 벡터 추정 속도

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SDSP(Small Diamond 
Search Pattern) 패턴[11]이 제안된 바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SDSP를 활용하면서 1/2 화소단위까지 양안시

차를 추정하는 2단계 탐색방법을 제안한다.
1단계 과정은 정수 화소단위의 탐색으로서 그림 4 (a)에

서 이를 나타내었다. SDSP 탐색에서는 기준 화소를 중심으

로 상, 하, 좌, 우, 중앙 5개의 위치에서 MAD를 비교한다. 

5개의 위치 가운데 MAD가 가장 작은 위치를 새로운 기준

위치로삼아다시 상, 하, 좌, 우, 중앙에서 MAD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해가면서최종적으로 MAD가더이

상 작아지지 않는 위치에 이르면 이를 양안시차 벡터로 간주

한다. 그림에서는 (0,0)를 시작으로 중심 위치가 이동하여

사각형으로 표시된 (3,-3)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었다. 
2단계 과정은 1/2 화소단위의 탐색이다. 1단계에서 정수

단위의 위치가 구해지면 이 기준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의

1/2 화소단위로 상, 하, 좌, 우,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위치

를포함한 9개의 위치에서 MAD를 비교하여 MAD가 가장

작은 위치를 최종적인 양안시차 벡터로 선택한다. 그림 4 
(b)에서는 1단계에서 구한 (3,-3) 위치가 우상방향으로 다

시 이동하여 (3.5,-2.5) 위치가 선택되었음을 나타내었다.

2. 초기 탐색 위치 예측

SDSP를 이용한 2단계 양안시차 탐색방법은 전역탐색에

비해 탐색범위를 상당히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

는 기준 화소의 위치를 계속 이동해나가야 하므로 탐색을

시작하는 초기 위치와 실제 양안시차 위치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계산량과 시간이늘어나게 된다. 다른 한 가지 문

제점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도중에 local minima를 만날

수 있다는점으로서 이 경우에는 화질 측면에서 고속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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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초기 탐색 후보위치
Fig. 5. The candidates for initial position

리듬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안시차 탐

색 과정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은 소요 시간과

성능 측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탐색의 초기

위치와 실제로 추정되는 양안시차 위치를 가능한 한 가깝

게 할 필요가 있다.
초기 탐색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양안시차의 상관성

을 고려한다. 양안시차는움직임벡터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상관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시간

적으로는 이전 프레임에서의 동일 위치 PU의 양안시차 정

보를 활용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는 현재 프레임에서 주변

PU의 양안시차 정보와 함께 계층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상

위 계층에서 구한 양안시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초기 탐색 위치의 후보로서 다음과같이 4개의 양안

시차를 사용한다.

후보위치 1: 이전 프레임, 동일 위치 PU의 양안시차

후보위치 2: 현재 프레임, 상위 계층, 동일 위치 PU의 양안

시차

후보위치 3: 현재 프레임, 동일 계층, 왼쪽 PU의 양안시차

후보위치 4: 현재 프레임, 동일 계층, 위쪽 PU의 양안시차

그림 5에서 초기 탐색위치의 후보들을설명한다. 그림 5 
(a)에서는 이전 프레임의 양안시차 정보를 이용한 예측 과

정을 나타내었다. 임의의 PU에 대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쿼드트리 구조가 동일하다면 이전 프레임의 동일

위치 양안시차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만일 분할 구조

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전

프레임에서 좌상에 위치한 PU의 양안시차를 사용한다. 다
음으로 그림 5 (b)는 상위 계층의 양안시차를 이용한 예측

과정을 나타낸다. 상위 계층에서 하나의 PU는 현재 계층에

서 네 개의 PU에 해당하므로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네

개의 PU가 동일한 양안시차 정보를 후보로 사용한다. 그리

고 그림 5 (c)는 현재 프레임, 동일 계층에서의 예측과정을

나타낸다. 양안시차 추정을 이미 마친 PU 가운데 위쪽 PU
의 양안시차와 바로 왼쪽 PU의 양안시차가 세 번째와 네

번째후보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4개의 후보위치에서 각각

의 양안시차에 해당하는 MAD를 계산하여 이 가운데 가장

작은 MAD를 가지는 후보를 초기 탐색 위치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 조기종료(SKIP) 모드의 사용

조건부 대체 알고리듬에서최적의 분할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하위 계층에서 가장 상위 계층에 이르기까

지 모든계층에서의 PU마다 양안시차를 구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시차를 추정하는 계층을 제한

함으로써 양안시차를 추정해야 할 PU의숫자를줄이기 위

해 조기종료 모드를 사용한다. 임의의 계층에서 임의의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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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실험 영상. (a) seq_1, (b) seq_2, (c) seq_3.
Fig. 6. Test sequences. (a) seq_1, (b) seq_2, (c) seq_3.

가 다음과 같은 조기종료 조건을 만족하면 하위 계층에서

해당 PU 영역에서의 양안시차 추정을 생략하는 것이다.
 

 

(2)

(2)

여기서 는 임의의 PU에 대한 양안시차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좌영상으로부터 보상한 우영상의 PSNR
이며 는 작은크기의 우영상을 단순하게 확대 보간

하여 얻은 우영상의 PSNR을 의미한다. 즉 조기종료 모드

를 도입한 의미는 양안시차 보상을 통해 원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PSNR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탐색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기

종료 모드를 도입함으로써 화질이 낮아지는 것을 가능한

한 방지하면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Ⅳ. 실험결과

제안방법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6에서 보인 바

와 같이 3종류의 동영상 시퀀스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

하였다. 원본 동영상의 해상도는 모두 1080p이며 각 시퀀

스마다 120 프레임씩을 사용하였다. 실험 영상 가운데 (b)
의 경우는 배경 영역에 세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c)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동영상에 해당한

다.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의 응용대상인 ATSC-M/H 기반

융합형 3DTV 시스템의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좌영상은 
12Mbps의 데이터율로 MPEG-2 main 프로파일을 사용하

여 부호화하였으며 우영상은 해상도를 축소한 후에 600 

kbps의 데이터율로 H.264/AVC baseline 프로파일을 사용

하여 부호화하였다. 표 3에서 좌우 영상의 해상도, 압축방

식, 데이터율 등 실험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View Resolution Codec Bit-rate

Left View 1080p
(1872x1080)

MPEG-2 main 
profile 12Mbps

Right View 240p
(416x240)

H.264/AVC 
baseline profile 600kbps

표 3. ASTC-M/H 기반 융합형 3DTV를 위한 실험조건
Table 3. The simulation environment for ATSC-M/H based hybrid 3DTV

그리고 표 4에서는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VEI를 구하기 위한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는 제안하는 고속 알고리즘의 성능을 전역탐색의 경우와

비교하였는데, 전역탐색을 위해 두 개의 탐색 범위를 사

용하였다. 첫 번째 범위는 수직방향으로는 ±7, 수평방향

으로는 ±127의 직사각형 모양이며 두 번째 범위는 수직

방향은 동일하고 수평방향으로는 반으로 줄인 ±63의 직

사각형 모양이다. 탐색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더욱 정확

한 양안시차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질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처리시간은 더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양안시

차 탐색의 해상도는 1/2 화소단위이며, 쿼드트리 구조에

서 계층의 수는 총 8개로서 가장 작은 PU의 크기는 1×1이
고 가장 큰 PU의 크기는 128×128이다. VEI는 부가정보의

형태로 전송되어야 하므로 발생 데이터량을 가능한 한 적

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험에서는 240kbps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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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Processing Time 
(sec/frame) & (saving time(%))

Full Search 1 Full Search 2 Proposed 1 Proposed 2 Proposed 3

seq_1 479.0 239.1
(▽50.08%)

2.1
(▽99.56%)

1.7
(▽99.65%)

1.3
(▽99.73%)

seq_2 480.2 239.3
(▽50.17%)

2.0
(▽99.58%)

1.7
(▽99.65%)

1.2
(▽99.75%)

seq_3 479.4 246.8
(▽48.52%)

1.9
(▽99.60%)

1.7
(▽99.65%)

1.1
(▽99.77%)

average 479.5 241.7
(▽49.59%)

2.0
(▽99.58%)

1.7
(▽99.65%)

1.2
(▽99.75%)

표 5. 제안 방법의 수행시간 비교
Table 5. The processing time of the proposed algorithm

Search area
(vertical, horizontal) Accuracy Layers Bit-rate

(±7,±127)
1/2 pixel

layer 0: 1x1
~

layer 7: 128x128
240kbps

(±7,±63)

표 4.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의 실험조건
Table 4. The simulation environment for CRA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속 알고리즘의 성능을살펴보기

위해 VEI를 구하는 과정에서소요되는 수행시간과 함께최

종적으로 얻어진 확장된 우영상의 PSNR을 비교하였다. 실
험에서는 IntelⓇ Core(TM) i5-4670 CPU 3.40 GHz, DDR3 
8GB 메모리 규격의 PC를 사용하였으며, Windows 7 64bit 
OS 환경에서 부호화 사이클을 측정하였다. 또한 수행시간

측정을 위해 IntelⓇ VTune Amplifier XE 2011을 사용하였

다. 보다객관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10번
의 실험을 반복하였으며 가장 적게 걸린 시간과 가장오래

걸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실험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표 5에서는 VEI를 구하는 데에소요된 수행시간을 나타

내었다. 전역탐색 1은 (±7,±127)의 탐색범위를 그리고 전역

탐색 2은 (±7,±63)의 탐색범위를 가진다. 이어서 제안방법

1은 전역탐색 대신 2단계 이동형 SDSP를 사용한 경우, 제
안방법 2는 2단계 이동형 SDSP와 초기위치 예측을 함께

사용한 경우, 그리고 제안방법 3은 이 두 방법에더하여 조

기종료 조건까지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실험에서는 식

(2)로 주어진 조기종료 조건에서 임계값으로서 3dB를 사용

하였다. 

실험결과는 사용한 영상에 따른 편차가 없이 거의 동일

한 경향성을 보인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전역탐색 2는
전역탐색 1에 비해서 탐색범위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

에 수행시간 역시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본문에서 제안하는 고속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를살펴보면, 가장 단순한 제안방법 1만을 사용해도 전

역탐색 1에 비해서 99.5% 이상의 시간이줄어드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제안방법 내에서 비교한다면, 제안방법 1을
사용하면 평균 2.0초가 그리고 제안방법 2는평균 1.7초가

소요되었다. 즉 SDSP의 초기 위치를 예측함으로써약 15%
의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더하여 조기종료

조건까지 도입한 제안방법 3을 사용하면 평균 소요시간을

1.2초가 되어 약 40%의 시간이 줄어들었다.
조기종료 조건을 사용할 때소요시간이줄어드는 원인은

상위 계층에서 조기종료 모드가 설정되면 해당 PU의 영역

에 속하는 하위 계층의 모든 PU에서 양안시차 추정이 생략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감소되는 비율은 조기종료

모드의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의 표 6에서는 각

각의 실험영상에 대해서 계층마다 조기종료 모드로판정된

PU의 개수를 나타내었다. 먼저 각 계층에서 PU의 개수에

대해살펴보자. 실험 영상의 해상도가 1872×1080이기 때문

에 이를 128×128 크기의 정수배로 만들기 위해 일단

1920×1152 해상도로 확장한다. 따라서 계층 7에서는

15×9=135개의 PU가 존재한다. 그리고 상위 계층에서 하나

의 PU는 다음 계층으로 내려가면네 개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해서 계층 0까지 내려가면최종적으로총 P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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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layer 7 layer 6 layer 5 layer 4 layer 3 layer 2 layer 1 layer 0 sum

PU 135 540 2160 8640 34560 138240 552960 2211840 2,949,075

seq_1
SKIP mode 1 36 84 419 3516 27682 143776 -

skipped PU - 4 160 976 5580 36384 256264 1600160 1,899,528
(64.41%)

seq_2
SKIP mode 0 51 142 943 3783 22893 128776 -

skipped PU - 0 204 1384 9308 52364 301028 1719216 2,083,504
(70.65%)

seq_3
SKIP mode 3 38 186 960 4674 22554 113229 -

skipped PU - 12 200 1544 10016 58760 325256 1753940 2,149,728
(72.89%)

표 6. 계층별 조기종료 모드 및 조기종료 PU
Table 6. SKIP mode and skipped PU at each layer

Sequence
(PSNR without CRA)

PSNR (dB)

Full Search 1 Full Search 2 Proposed 1 Proposed 2 Proposed 3

seq_1 
(30.43) 35.37 35.24 

(-0.13)
33.35 
(-2.02)

35.24 
(-0.13)

35.24 
(-0.13) 

seq_2 
(26.45) 31.94 31.93

(-0.01)
31.14 
(-0.80)

31.90 
(-0.04)

31.90 
(-0.04)

seq_3 
(26.58) 32.73 32.73

(-0.00)
32.42 
(-0.31)

32.63 
(-0.10)

32.63 
(-0.10)

average (27.82) 33.35 33.30
(-0.05)

32.30 
(-1.04)

33.26 
(-0.09)

33.26 
(-0.09)

표 7. 제안 방법의 PSNR 비교.
Table 7. The PSNR of the proposed algorithm

2,949,075개가 된다. 그리고 제안 방법을 적용한 결과의 예

를 살펴보면, seq_1의 경우에는 계층 7에서 128×128 크기

의 PU 가운데 하나가 조기종료 모드가 되고, seq_2의 경우

에는 하나도 없으며 seq_3의 경우에는 3개가 조기종료 모

드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seq_1 영상의 경우에는 총

1,899,528개의 PU에서 양안시차 추정이 생략되어 생략된

PU의 비율이 약 64.41%에 해당되고, seq_2 및 seq_3 영상

의 경우에는 각각 70.65% 및 72.89%에 이른다. 표 5에서

제안방법 3을 사용할 때 seq_3의 경우에 시간 감소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조기종료 모드의 개수가 많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영상의 화질을 나타내는 PSNR

로서 이를 표 7에 나타내었다. 먼저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

을 통한 화질 개선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양방향 선형보간

만을 수행한 경우의 PSNR을 sequence 항목의괄호안에 표

시하였다. VEI를 적용하기 전후의 PSNR을 살펴보면 평균

적으로 27.82dB에서 33.53dB로 향상되어 5.5dB 이상의 이

득을 보였다. 그리고 화질이 가장 좋은 전역탐색 1과 비교

하여 PSNR이 평균적으로 감소된 정도를 괄호안에 나타내

었다. 전역탐색 1과 전역탐색 2를 비교하면 수평방향의 탐

색범위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성능이 약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seq_3의 경우에는 동일한 PSNR을 보였는데

이는 seq_3의 양안시차가 전역탐색 2의 탐색범위 내에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안방법 1을 사용하면평균 1.04dB, 제안방법 2

를 사용하면 평균 0.09dB의 PSNR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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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방법 2의 경우에 감소량이줄어드는 현상은 적절한 양

안시차 벡터의 초기위치를 추정하여 시작 위치로삼으면서

SDSP의 이동 경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local minima
에빠지는 것을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기종료 모드

를 사용하는 제안방법 3의 경우의 PSNR 성능은 제안방법

2의 경우와 완전히동일하다. 즉 조기종료 모드를 채택하면

수행시간이 상당히 줄어들면서도 PSNR 성능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 ATSC-M/H 기반의 융합형 3DTV를 위한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의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물리적으로 동일채널로 전송되나 좌영상과 우영상의

부호화 방식 및 해상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은 낮은 해상도의 우영상의 화질을 효과적으로 향

상시킬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여러 계층마다 좌우

영상간의 양안시차를 구해야 하므로 많은 계산을 요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역탐색 대신에

SDSP를 이용한 이단계 탐색방법을 제안하여 각 PU의 양

안시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부담을 줄였으며, 양
안시차 벡터가 가지는 시공간적, 계층적 상관관계를 이용

하여 탐색의 초기위치를 추정하여 사용함으로써 local min-
ima에빠질 가능성을줄였다. 그리고 조기종료 모드를 도입

하여 하위 계층에서 양안시차 벡터의 계산을 생략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하였다. 모의실험에서는 제안

방법을 통해 처리 시간은 (±7,±127) 범위의 전역탐색 방법

에 비해 약 99.75% 만큼 단축하면서도 PSNR 감소는

0.09dB에 불과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ATSC-M/H 기반의 융합형 3DTV는 기존의 방송 시스템

과 양립하면서 전송대역폭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고속화 방안이 함께 적용된다면 융합형 3DTV의 상용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된다. 또한 실시간 부호

화를 고려한다면 향후 알고리즘의 최적화 및 병렬화 기법

등이 추가적으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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