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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BR (Depth Image Based Rendering) is a multimedia technology that generates the virtual multi-view images using a color image 

and a depth image, and it is used for creating glasses-less 3-dimensional display contents. This research describes the effect of depth 

accuracy about the objective quality of DIBR-based multi-view images. It first evaluated the minimum depth quantization bit that 

enables the minimum distortion so that people cannot recognize the quality degradation. It then presente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non-uniform domain-division quantization versus regular linear quantization to find out how effectively express the accuracy of the 

depth information in same quantization levels according to scen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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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IBR (Depth Image Based Rendering)은 동일 시 의 색상 상과 깊이 상을 참조해서 임의 개수의 간 시  상을 생성하는 기법

으로 무안경식 다시  입체 디스 이를 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BR 기법을 사용해서 생성되는 다시  

간 상의 객  품질에 깊이 정확도가 미치는 향에 해 설명한다. 본 연구는 먼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범 에서 왜곡을 보장하기 

한 최소 깊이 양자화 계수를 도출한다. 그리고 장면 구성의 특성에 따라 같은 양자화 수 에서 깊이 정보의 정확도를 효과 으로 표 하

기 한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 방법을 선형 양자화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키워드 : 깊이 상 기반 더링, 다시  상, 깊이지도, 처리,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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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티큘러(Lenticular)나 시차 배리어(Parallax Barrier) 방

식의 무안경식 3D 디스 이는 안경착용의 불편함을 없앤 

차세  입체 상 시스템으로써 꾸 히 연구되고 있다[1]. 

이러한 무안경식 3D 디스 이는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을 받

고 있다. 그런데 무안경식 3D 디스 이는 측 시 의 이

동에 따라 연속 인 깊이감을 제공하기 해 많은 개수의 

간 상을 요구하며 그에 비례한 가로 해상도 하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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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다[2]. 그래서 그동안 무안경식 3D 디스 이가 시

용이나 일부 테마 크에서는 활용되었으나 일반 인 업무

에 활용하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스텝 베리어 기술을 통해 해상도 문제를 완

화할 수 있게 되었고, 4K UHD와 같은 고해상도 디스

이가 시 되면서 기존에 비해서 다시  입체 상을 고화

질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3]. 한 디스 이에 카메

라를 장착하여 사용자의 얼굴과 시선을 추 하는 기술이 탑

재되면서 사용자의 시 에 따른 상을 보여주는 측의 문

제도 해소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무안경식 3D 디스 이 

기술이 좀 더 실생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무안경식 3D 디스 이에 사용되는 다시  콘텐츠 생성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시 의 개수만큼 촬 용 

카메라를 확보하고 정확한 치에 정렬하여 각 카메라의 

내․외부 속성을 동기화시키는 것이다[4, 5]. 하지만 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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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촬  과정뿐만 아니라 녹화된 상을 장하고 편집  

송하기까지 모두 높은 비용과 복잡한 기술  난이도를 요

구한다[6].  다른 방법으로 DIBR (Depth Image Based 

Rendering)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7]. DIBR은 2차원 색상 

상과 깊이지도 상을 가지고 다시  상을 복원해  

수 있는 기법이다.

DIBR 처리 과정은 색상 상과 깊이지도에 한 처리, 

장면에 한 2차원에서 3차원 정보로의 환원과 3차원에서 2차

원 정보로의 투사 과정을 포함하는 3차원 워핑(3D Warping), 

비폐색(Dis-occlusion) 역에 한 채움 처리와 같은 단계

를 포함한다. DIBR 기법은 깊이지도의 획득에 한 부담이 

있지만, 편집, 장, 송 과정에서 최소의 참조 상만을 고

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비용의 효과 인 다시  입체 

상 공 이 가능하다. 그러나 DIBR로 가상 복원된 다시  

상들은 참조 상에 부재했던 정보나 그 자체의 손상으로 

인한 왜곡을 포함한다[8-10].

본 연구에서는 무안경식 3D 디스 이를 한 DIBR 기

반 다시  상 생성에 최 화된 깊이 상의 정확도 표  

방법에 한 연구를 제안한다. 본문에서는 먼  DIBR 과정

에서 깊이지도에 한 처리를 통해서 다시  간 상의 

화질을 높이려고 시도하 던 기존 연구들에 해 살펴본다. 

그리고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수 에 은 왜곡을 보장하

기 해 요구되는 깊이지도의 양자화 계수를 도출한다. 그

리고 동일한 양자화 수 에서 깊이 정확도를 효과 으로 표

하기 한 삼분할 비균등 양자화 방법에 해 설명하고 

이것이 장면 구성의 특성에 따라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2. 련 연구

DIBR로 생성된 다시  상은 원본 상과 다른 시 과 

각도에서 추정 복원된 상이기 때문에 애 에 존재하지 않

는 정보의 부재에 기인한 오류 발생이 불가피하다[11]. 따라

서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그 에서도 DIBR에 입력되는 불완 한 깊이지도의 

화질 향상을 목 으로 하는 처리 연구와 출력 상의 정

보 부재 역 자체에 한 보간을 시도하는 후처리 분야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한 가끔 원본으로부터 3차원 

공간을 재구성하는 기법 자체를 달리하여 정보 부재 역을 

최소화하거나 인간의 인지  특성을 반 하여 심 역에 

집 하여 화질을 향상하려는 시도들도 있다.

2.1 깊이지도 품질 향상 연구

DIBR 기법으로 생성된 다시  상 성능 향상을 해 보

다 정 하고 물체의 경계가 선명하게 표 된 깊이지도가 필

요하다[12].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깊이 정보가 불연속 인 

구간에 깊이 값을 평활화하거나 잡음을 제거하고 물체의 경

계를 선명하게 하는데 을 두었다. Zhang 등은 가우시안 

평활화 필터를 깊이지도에 용하여 왜곡을 보정하 다[13]. 

Magnor 등은 평활화 이외에 변이 보상과 기하학 기반 측 

알고리즘을 통해 깊이 집도의 향상과 물체 경계의 정확도

를 향상시켰다[14].

Lee 등도 상의 공간 역에 한 신뢰도 증식과 잘못 

추정된 깊이 정보에 한 수 산정을 한 매칭함수를 통

해 깊이지도를 개선하고자 하 다[15]. Kim은 캐니 에지 알

고리즘으로 검출된 경계에 해 간값 처리와 소벨 마스크 

연산을 용하고 오츠 알고리즘을 통해 화소의 강도를 4단

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가우시안 필터를 용하 다[16]. 

Um 등은 사람의 양안이 수평 방향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변

이도 가로 방향에 집 해 발생한다는 특정에 주목하여 변이 

기반 비 칭 필터를 제안했다[17]. Alain 등도 물체의 가장

자리와 같은 일부 역에 하여 선택 으로  통과 필

터를 사용하 다[18]. 

Oh 등은 변이가 픽셀 공간에서는 선형 으로 분포하지만 

깊이 공간에서는 비선형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 부재 

역에 한 측 효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비

선형 양방향 측 기법을 제안하 다[19]. Ye 등은 키넥트의 

해상도 깊이지도에서 경계가 나타나지 않는 불연속 역

의 값을 측하기 해 경계 유도 삼각 필터를 설계하여 확

장된 라그랑지 승수기법을 통해 깊이 정보의 도를 향상시

켰다[20]. Lee 등은 블록 기반 기울기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 부재 역을 발견하고 양방향 필터를 실시간 용함으

로써 합성한 가상 시  상의 깜빡임을 최소화하 다[21].

2.2 깊이지도 해상도 향상 연구

일반 카메라의 색상 상에 비교하여, 깊이 카메라를 통

해 획득되는 깊이지도의 해상도는 보통 매우 낮은 수 이

다. Nguyen 등은 고해상도의 색상 상으로부터 해상도

의 깊이 상의 물체 경계를 실시간으로 리하게 추정할 

수 있는 3차원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22]. Ni 등은 근

사치 연산을 통해 깊이지도를 색상 상의 해상도와 같은 

수 으로 업샘 링하 다[23]. 

Jang 등은 주변 화소에 한 유사 정도를 나타내는 데이

터 항과 주변 화소의 깊이 차이 정도를 타나는 평활화 항으

로 구성된 변  혼합 에 지 함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 결합형 양방향 샘 링으로 고해상도 깊이지도를 구

하 다[24]. Diebel 등은 결합 확률 분포 모델을 사용하여 

색상 상의 불연속성을 사  확률로 계산하고 우도 확률로

부터 해상도의 깊이지도에 나타난 깊이 값과 고해상도 변환 

시의 깊이 값 변화를 측하여 업샘 링을 수행하 다[25].

2.3 깊이지도 인지  특성 연구

Leon 등은 정사면체나 구처럼 단순한 기하 도형으로 채

워진 상을 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다시  간 상을 생성하기 해서는 20단계 

정도로 구별되는 깊이 정보가 제공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

다[26]. Kim 등은 인간이 배경보다 물체의 움직임에 주목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깊이지도의 공간  경과 배경에 

서로 다른 다운 샘 링 이트를 용하 다[27]. Jung 등은 

카드보드 효과가 다시  디스 이에서 인간이 불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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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pth quantization examples for 16 level

시 을 합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최소화하

기 하여 깊이지도의 해상도를 조 하는 주  평가 기반

의 실험을 하 다[28].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DIBR 기반 다시  간 상의 

화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 으로 불완 한 깊이지도를 보강

(Depth augmentation)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이와 다

르게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하여 완벽

한 깊이지도를 생성하고 거꾸로 이에 한 품질을 훼손함으

로써 DIBR 기반 다시  간 상의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 양자화 계수를 도출하고자 하 다. 한 기존 연

구들이 양자화된 깊이 정보에 하여 마스크 기반 필터 연

산을 용하여 정제한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깊이 정

보가 표본화(Sampling)될 때 표 되는 값의 범 를 물체의 

집  구역과 분산 구역으로 나 어 상이한 양자화 계수를 

용하는 방법을 시도하 다.

3. 최소 깊이 양자화 계수

DIBR 기반 다시  간 상 생성은 다시  상을 송

하기에는 통신 역폭(Bandwidth)가 충분치 않으므로 컬러 

상과 깊이 상을 송하고 수신 장비에서는 이들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3차원 장면을 재구성하고 이를 여러 개의 시

에서 다시 촬 하여 다시  상을 생성한다. 따라서 컬

러 상과 깊이 상의 해상도  비트 정 도(Bit Depth)

는 데이터 송 역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

소한의 필요 깊이 정보를 찾는 것이 요하다.

깊이 정보 양자화는 단 없는 깊이 값을 불연속 인 유한

개의 수 으로 구분하고 특정 값을 부여하여 치하는 것을 

말한다. 깊이 카메라는 일반 으로 8비트로 양자화된 256 

단계의 깊이지도를 제공한다[29]. Fig. 1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통해 구성된 동일한 장면에 한 깊이지도를 16비트

(65536단계)부터 1비트(2단계)까지 변화시키면서 양자화 한 

결과를 보인다. 원근 투사 방식에 의해 깊이 정보는 선형

으로 양자화 되고 각 단계마다 깊이 정 도가 2배씩 감소하

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1 실험 목   방법

본 실험에서는 DIBR에 사용되는 깊이지도의 정 도를 단

계 으로 낮춰가면서 DIBR 기반의 다시  간 상의 

격한 화질 하를 유발하지 않는 양자화 계수를 도출하고자 

하 다. 실사 상에 한 깊이 정보는 이미 주변의 밝기나 

조명 등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상이 없는 고해상도의 깊이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하 다. 한 이를 통해 깊이 정보의 

정 도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깊이 정보의 양자화 수

(독립 변인)과 최종 다시  간 상의 품질(종속 변인) 이

외에 카메라의 개수와 라미터, 틈새 역 후처리 방식 등

에 계된 모든 외부 조건을 동일하게 통제하 다.

Fig. 2는 실험에 사용된 5가지 장면이다. 모든 장면에 

하여 참조 시 에 한 색상 상과 깊이지도를 획득하고 

깊이 정보의 양자화 수 을 16비트(65536단계)부터 1비트(2

단계)까지 감소시키면서 16번 DIBR 과정을 수행하면서 다

시  간 상을 생성하 다. 이 게 생성된 DIBR 기반 

간 상들은 원본 다시  간 상과 PSNR(Peak Signal 

Noise Ratio)을 이용해서 비교하여, 깊이 상의 양자화 정

도가 최종 다시  간 상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Fig. 2. Experimental 3D scenes for the minimum 

quantization bit (a) Zebra, (b) Treasure, 

(c) Christmas, (d) Car, (e) Farm

다시  간 상을 생성하기 한 그 외에 변수는 다음

과 같이 동일하다. 9 의 가상 카메라를 기  시 을 심

으로 양쪽으로 2.5인치 간격으로 화면 심을 향해 수렴 배

치하 다. 한 색상 상과 깊이지도의 해상도는 800x800

으로 별도의 업샘 링이나 다운샘 링을 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3차원 워핑을 수행한 뒤에 각 가상카메라로부터 이

동 시 에서의 촬  장면을 획득하 다. 한 발생한 정보 

부재 역에 해서는 가로 방향 넓이가 2 픽셀 이하 일 경

우에 인페인  알고리즘[30]을 사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 

고정 거리 기반 깊이 가 치 할당 알고리즘을 용했다[31]. 

한 본 실험의 결과가 특정한 장면 구성의 특성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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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각 장면을 다양하게 설정하 다. 얼룩말 상

은 심 피사체가 측 카메라와 배경 사이의 간 지 에 

치하고 비교  은 개수의 물체가 배치된다. 보물 상

은 근거리에 작은 물체들이 다수 등장하고 서로 겹쳐진 형

태로 배치된다. 크리스마스 상은 비교  먼 거리에 작은 

물체들이 집 으로 분포되어 있고 바닥에 일정한 무늬가 

나타난다. 자동차 상은 배경 체에 복잡한 패턴이 반복

해서 등장하고 화면의 가운데 하나의 물체가 놓인다. 농장 

상은 물체가 화면을 채우는 비율이 발 이하로 장면 복

잡도가 매우 낮게 설정되었다.

3.2 실험 결과  분석

Fig. 3은 5가지 장면에 하여 16단계로 양자화 계수를 

조정하면서 DIBR을 수행한 PSNR 결과를 보인다. 막 그래

의 수치는 복원된 다시  간 상과 원래 해당 시 에

서의 컴퓨터 그래픽스 장면 간의 PSNR 값을 9개의 시  

별로 평균화 한 값이다. 5번 시 의 경우 참조 시 과 정확

하게 일치하여 정보 부재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

아 PSNR 값이 모든 장면에 하여 무한 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분석 편의를 하여 그래 로 나타내지 않았다. 

Fig. 3. Bar graph of PSNR values according to the 

quantization level

그래  가로축이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진행할수록 깊이 

정 도가 낮아진다. 세로축은 아래서 로 진행할수록 높은 

PSNR 값이 구해진 것으로 DIBR로 복원된 다시  간 

상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든 정 도에 

하여 5번 시 으로부터 좌우로 멀어질수록 PSNR 값이 

작아졌다. 한 깊이 정 도가 낮아질수록 생성되는 다시  

간 상의 화질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란색 

바탕으로 표시된 구간은 PSNR 결과가 30dB 이상인 구간으

로 인간의 시각으로 차이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할 

수 있다[32].

본 실험에서 깊이지도의 양자화를 해서 5비트 이상 할

당한 경우에 모든 시 에서 평균 으로 30 dB을 상회하는 

높은 품질의 DIBR 기반 다시  간 상을 생성할 수 있

다. 그러나 이것은 장면에 한 PSNR 평균치를 기 으로 

한 것으로써 장면에 특성에 따라 PSNR의 인 값은 

차이를 보 다.

그림에 나타난 붉은 선은 2차 다항식으로 나타낸 그래

의 추세선이다. 16비터부터 7비트까지 양자화 계수가 작

아질 동안 복원 다시  상의 화질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 인 반면에 6비트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

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격하게 가 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장면에 용할 수 있는 추세 분석

을 통하여 DIBR에 입력으로 사용되는 깊이지도는 최소한 7

비트(128단계) 이상으로 양자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기본 시 (5시 )과 바로 인 한 좌측 4번 시

과 우측 6번 시 에 한 PSNR 평균값에 한 막  그래

와 추세선을 보인다. 9개의 시 을 고려했을 경우와 다르게 

더 낮은 5비트(32단계) 수  미만으로 깊이지도를 양자화 할 

때 화질 손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스테

오 상을 기 으로 할 때 깊이 정보가 20-30 단계 정도로

만 표 되면 충분하다는 Ideses의 연구와 유사하다[33]. 

Fig. 4. PSNR changes to the close point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스테 오 상만을 활

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 의 상을 보여주어야 하는 

DIBR 기반 다시  입체 상 콘텐츠에서는 시 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서 더 높은 양자화 계수를 할당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결과에서 보이듯이 9시  기

으로 보면, DIBR 기반 다시  간 상을 생성하기 해서

는 최소 7비트 이상으로 양자화된 깊이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

3차원 세계에 놓인 가상 카메라의 시야 두체(View 

frustum)에서 실제로 요한 역은 카메라의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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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일부 역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근 평면(Near 

plane)과 원 평면(Far plane) 사이에 구간을 비균등하게 분

할하고, 그 역들 에서 객체들이 집 된 깊이 구간에 더 

많은 정 도를 할당할 수 있는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 방

법을 통하여 DIBR 기반 다시  상 생성의 화질 향상을 연

구하 다. 사람의 심이 집 되는 요 역에 더 정확한 

깊이 정보를 제공하기 한 방법으로 객체정보량이 많은 구

간이 일반 으로 사람의 심 역(ROI; Region of Interest)

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제로 한다[34].

Fig. 5는 일반 인 선형 양자화와 비균등 역분할 양자

화를 보여 다. 비균등 양자화는 심 역에 더 많은 깊이 

정 도를 배분한다. Fig. 5(a)에 보이듯이 일반 인 선형 양

자화는 측 카메라로부터 가깝거나 멀어져도 모든 깊이 값

을 일정한 정 도로 표 한다. Fig. 5(b)는 역을 삼분할 

하여 물체가 집  분포한 심 역에 더 높은 정 도를 할

당한다. 이와 유사하게 비균등 양자화를 시도하는 표 인 

알고리즘으로 로이드맥스(Lloyd-Max Quantization) 양자화

가 있다[35]. 

Fig. 5. Linear quantization (a) and non-uniform 

domain-division quantization (b)

로이드맥스 양자화는 표본화하려는 값들의 평균 제곱 오

차(MSE; Mean Square Error)를 최소화하는 최 의 비균일 

양자화 구간 탐색 방법으로, 본래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최 의 구간을 계산하기 해 변수 값의 추정과 

반복  비교 연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로이드맥스 양자

화는 비균일한 방법으로 분할된 역 안에 포함된 깊이 값

은 비선형 으로 일정하게 양자화 된다. 이처럼 깊이 정보가 

비선형 으로 양자화되면 카메라에 한 평행 투사

(Perspective projection)와 마찬가지로 객체가 표 되기 때

문에 입체감을 제공하는 원근 인식을 제 로 구 하기 어렵

게 된다.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는 비균일 역분할을 통해서 깊

이 값이 많이 분포하는 심 역에 해 더 높은 정 도를 

할당하여 촘촘하게 양자화를 수행하는 에서 로이드맥스 양

자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분할된 역 내에서 선형 양자화가 

이루어진다는 에서 차이 이 있다. 선형 양자화는 측 카

메라로부터 가까울수록 높은 정 도를 가지고 멀어질수록 낮

은 정 도는 갖는 원근 투사(Perspective projection)의 기본

인 깊이 표  방법이다[36]. 이것은 실에서 카메라나 인

간의 이 물체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원근감을 제공할 수 

있는 원리와 같다.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는 깊이 히스토그램을 통해 3가지 

계층으로 경 구간, 물체 집  구간, 배경 구간의 역 분

할을 단순화하 다. 그리고 인간의 이 물체를 포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원근감을 극 화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근 

평면과 원 평면에 향을 받는 깊이 값을 실제 거리 정보로 

치환하여 양자화를 수행하 다. Equation (1)은 비균등 역

분할 양자화에 한 수식을 보인다.

  


           (1)

와 는 근 평면과 원 평면 사이에 구간의 시작과 끝

을 나타는 거리이다. 는 체 양자화 단계에서 해당 구

간에 할당되는 정보의 비율을 나타내고 은 이 까지 

할당된 비율을 나타낸다. 는 변환 행렬을 통해 계산된 

정규화 거리이고 는 양자화 비트로 계산된 양자화 범 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구간 내에 치 을 결정할 수 있다.

Fig. 6은 깊이지도를 선형 양자화와 비균등 역분할 양

자화 한 화면을 보여 다. 선형 양자화는 체 으로 일정

하게 깊이 변화가 진행된 반면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는 

얼룩말이 치한 심 역 구간에 집 해서 깊이 값이 더

욱 조 하게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Comparison of 8-bit linear quantization (a) and 

non-uniform domain-division quantization (b) of Zebra scene

4.1 실험 목   방법

본 실험에서는 장면 구성의 특성에 따라 일반 인 선형 

양자화와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가 DIBR 기반 다시  

간 상의 화질 개선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본다. 

Fig. 7에 보이는 2씩 을 이루는 10개의 장면에 하여, 선

형 양자화와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의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하여, 양자화 비트를 16비트부터 1비트까지 감소시키면서 

DIBR 기반의 다시  상을 생성한 결과를 분석한다.

이때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에서 심 구간은 자동차나 

얼룩말 객체가 시작되는 지 에서 끝나는 지 까지의 Z축 

거리이다. 체 양자화 수 에 해 15%에 해당하는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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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verage PSNR values for linear quantization versus 

non-uniform domain-division quantization

Fig. 7. Experimental 3D scenes according to the 

scene properties

를 경과 배경에 각각 할당하고 피사체 구간에 해 70% 

만큼 세분화 된 깊이 정 도를 제공해서 소실되는 깊이 정

보의 양을 최소화하 다.

통제되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9개의 다시  상을 생성

하며 입력되는 색상 상과 깊이 상의 해상도는 800×800

으로 모두 동일하다. 9개의 카메라는 2.5인치 간격으로 원호 

형태를 그리며 배치된다. 모든 카메라는 자동차나 얼룩말의 

좌표를 향해 고정된다. 사용된 틈새 채움 알고리즘은 고정 

거리 기반 깊이 가 치 할당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Fig. 7에서 (a) 은 자동차와 얼룩말이 단일 객체를 근

 치에서 촬 한 장면(Close-up shot)이다. (b) 은 객

체에 한 클로즈업 상태에서 배경이 등장하는 장면(Full 

shot)다. (c) 은 배경에 복잡한 패턴을 가진 장면(Full 

shot with pattern)이다. (d) 은 객체가 화면 앙 쪽에 배

치되는 장면(Medium shot)이다. (e) 은 객체가 화면 뒤쪽

에 배치되는 장면(Long shot)이다. 이러한 장면 그룹들은 안

정감 있는 화면을 해서 TV 드라마 등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카메라 구도이다.

4.2 실험 결과  분석

Fig. 8은 10가지 장면에 하여 선형 양자화(Linear)와 비

균등 역분할 양자화(Domain Division) 방법으로 16단계로 

양자화 정 도를 사용하여 생성한 다시  상에 한 원본 

상과의 PSNR 값을 보인다. 여기서는 5번째 참조 시 을 

제외한 8개 시 에 한 평균 PSNR 값을 기 으로 도식화

한 꺽은 선형 그래 를 나타낸다.

평균 으로 깊이 정보를 한 양자화 비트가 8 비트 이상 

사용될 경우에 모든 장면에 하여 선형 양자화와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 방법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7 비트의 이하의 양자화 수 에서는 모든 장면

에 하여 비균등 역분할 선형 양자화를 용한 경우가 

선형 양자화에 비하여 더 높은 품질의 DIBR 다시  상을 

생성하 다. 특히,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의 화질 개선 효

과는 양자화 비트의 값이 작아질수록 반비례하여 증가하

다. (c) 경우 7비트 이하에서 역분할에 따른 선형 양자화

를 용한 경우에 평균 7-10 dB 이상의 높은 화질 향상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 알고리즘은 7비트 이하의 양자화 

비트를 사용할 때 효과 이며, 물체와 배경이 함께 등장하

는 장면 에서도 복잡한 무늬가 반복해서 나타날 때 더욱 

유리하 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촬 하는 

장면에 하여 더 높은 품질 향상 효과를 보 다하지만 8비

트 이상으로 양자화 된 깊이지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7-8비트 구간에서 자동차에 

한 단순한 클로즈업 장면일 경우에는 일반 선형 양자화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 다.

Table 1은 7비트 깊이 양자화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NA) 결과를 보인다. 양자화 방법에 따른 집단 간 

PSNR 평균 차이에 한 F 통계값은 16.418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양자화에 의한 다시  상의 품질에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시  

간 집단에 한 복원 상의 품질 차이는 존재하지만 양자

화 방법에 따른 시  간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

은 집단 간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한 

사후검정(Scheffe)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가 6비트부터 1비트까지 구간에서

도 동일하게 찰되었다. 따라서 7비트 이하 깊이 정보 양

자화에서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 알고리즘이 일반 선형 양

자화에 비교하여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선형 그래  결과

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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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 Linear
Domain 
Division

Diff.

view1

R 98.8206 98.8258 -0.0052

G 98.6389 98.6468 -0.0079

B 98.611 98.6185 -0.0075

view2

R 99.1811 99.1733 0.0078

G 99.0151 99.0115 0.0036

B 98.9926 98.9885 0.0041

view3

R 99.2037 99.2073 -0.0036

G 99.0586 99.0656 -0.007

B 99.0368 99.0439 -0.0071

view4

R 99.3336 99.3298 0.0038

G 99.2502 99.2458 0.0044

B 99.2333 99.229 0.0043

view5

R 100.0 100.0 0.0

G 100.0 100.0 0.0

B 100.0 100.0 0.0

view6

R 99.3102 99.3118 -0.0016

G 99.2075 99.2113 -0.0038

B 99.192 99.196 -0.004

view7

R 99.1685 99.1762 -0.0077

G 99.0123 99.0071 0.0052

B 98.9951 98.9894 0.0057

view8

R 99.0837 99.0835 0.0002

G 98.8292 98.8376 -0.0084

B 98.8079 98.8183 -0.0104

view9

R 98.7631 98.7776 -0.0145

G 98.4153 98.4249 -0.0096

B 98.3822 98.3889 -0.0067

avg.

R 99.10806 99.1106625 -0.0026

G 98.92839 98.931325 -0.00294

B 98.90636 98.9090625 -0.0027

Table 2. SSI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7bit quantization

Source
The III 

Type sum 
of squares

DOF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Correction 
Model

497.4 15 33.1 13.6 .000

Fragments 323788.2 1 323788.2 133033.5 .000

Quantization 
method

39.9 1 39.9 16.4 .000

View 434.1 7 62.0 25.4 .000

Quantization 
method * View

23.3 7 3.3 1.3 .218

Error 739.901 304 2.4 　 　

Sum 325025.5 320 　 　 　

Modified sum 1237.3 319 　 　 　

Table 1. Two-way ANOVA Analysis for 7-bit Depth Quantization PSNR

상 품질 비교분석을 하여 PSNR와 SSIM(Structural 

SIMilarity)을 사용하 다. PSNR은 두 개의 상 신호를 구

성하는 개별 인 요소들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응되어 일

치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엄격한 화질 평가 방법이다. 인간

의 시각 체계가 상의 자잘한 오류에 집 하기보다 체

인 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SSIM 분

석을 추가로 사용하 다. SSIM은 휘도(Luminance), 비

(Contrast), 구조(Structural)에 한 유사도를 포함하여 

Equation (2)와 (3)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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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시  별로 상을 구성하는 RGB 

신호 각각에 하여 별도의 SSIM 인덱스를 계산한 결과를 

보인다. 여기서는 통계  유효성이 증명된 7비트 양자화에 

하여 선형 양자화와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의 DIBR 다

시  상의 결과를 비교하 으며 SSIM 값이 100에 가까

울수록 원본 상과 높은 구조  유사도를 보이는 결과를 

의미한다.

반 으로 신호 불일치에 한 잡음 비율을 비교하는 

PSNR 방식보다 구조  유사도를 분석하는 SSIM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게 측정되었다. 선형 양자화와 비균등 역분

할 선형 양자화의 효과를 비교하기 한 SSIM 값의 차분 

연산 결과를 분석해보면 음수가 나타난 부분 시 의 색상 

신호에서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가 원본 상에 근 한 신

호를 복원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평균 으로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를 사용한 경우 약 0.00275에 해당하는 구조

 유사도가 향상되어 화질 향상에 정 인 기여를 한 것

으로 확인된다.

5. 결론  향후 연구

무안경식 다시  3D 디스 이는 안경을 착용할 필요 

없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3차원 입체 상을 보는 것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 기술은 다시  상을 동시에 재생하기 

하여 해상도 감소가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리 상용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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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 다. 최근에 4K UHD 같은 고해상도 패  시장

이 열리면서 무안경식 다시  입체 상 디스 이를 통해

서도 HD 의 충분한 고화질 입체 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3D TV 시장을 선

도할 수 있는 무안경식 다시  3D 디스 이를 한 DIBR 

기반의 다시  상 생성 기술을 한 최 화된 깊이지도 

양자화에 한 기법에 해 논의하 다.

DIBR은 참조 시 의 2D 색상 상과 깊이지도를 가지고 

다수의 시 에 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여러 의 카메라를 구입하고 보정하여 직  다시  상을 

획득하거나 많은 데이터를 송하기 해 높은 비용을 지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BR 기반의 다시

 상 생성을 한 최 화 연구를 수행하여 다시  3D 

콘텐츠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 다.

DIBR 련 연구들은 DIBR에 사용되는 깊이 상을 생성 

방법들과 DIBR 수행 결과로 얻어진 다시  상의 화질을 

향상하기 한 알고리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깊이지도 

처리 연구들은 모두 깊이 정보 보강(Depth augmentation)을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깊이지도를 사용하여 DIBR 기반의 다시  상의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 양자화 비트를 도출하고 다. 

한 기존 연구들처럼 깊이 정보를 필터 연산을 통해 정제하

는 방법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깊이 

값이 양자화 될 때 표 되는 값의 범 를 물체가 집 된 구

역과 그 지 않는 구역으로 나눠서 은 양의 깊이 값을 사

용하면서도 동일한 품질 향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양자화 비트 결정에 한 실험을 통

해서 깊이 정보에 한 양자화 비트가 6비트 이하로 낮아질 

경우에 DIBR로 생성되는 가상 복원 시 들의 품질이 격히 

하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DIBR을 목 으로 하는 

깊이 상은 반드시 최소 7비트 이상으로 양자화되어야 함을 

보여 다. 한 화면에서 객체가 많이 분포하는 역에 더 

많은 깊이 정 도를 선형 으로 할당하는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 방법을 일반 인 선형  양자화와 비교하 다. 

비균등 역분할 양자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물체와 배경

이 함께 나타나고 배경에 복잡한 패턴이 포함된 장면(Full 

shot with pattern)과 되도록 피사체가 측 시 으로부터 

멀리 배치되는 장면(Long distance shot)에서 일반 인 원근 

투사의 깊이 양자화보다 높은 품질의 DIBR 다시  상을 

생성하 다. 반면 단순한 물체에 한 근  촬  장면(Simple 

close-up shot)에는 별 다른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리고 이러한 해석은 이원 분산분석을 통해서 통계 으로도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하 으며, SSIM 결과를 통하여 가상 

복원 상에 해 구조 으로도 더 나은 유사도를 보장하는 

것을 증명하 다.  

이러한 최 화 연구 결과들은 DIBR 기법을 이용한 다시

 입체 콘텐츠 생성 기술의 활성화  안정화 과정에 한 

가이드라인으로 용함으로써 무안경식 3D 기반의 실감 방

송 서비스 실 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안경식 

다시  입체 상 디스 이나 깊이 카메라, 다시  상의 

장과 송 규격을 설정하는데도 반 될 수 있다. 이처럼 

효과 인 다시  3D 콘텐츠의 확보를 한 최 화 연구를 

통하여 상용화 단계에서 주춤한 3D 방송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DMB, 교육 등과 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단경

식 3D 입체 상 기술이 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  특성이 고려된 주  화

질 평가 방법을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DIBR를 통해 생성

된 상에 한 인간 공학  품질 측정을 바탕으로 무안경

식 다시  입체 콘텐츠 생성을 한 최 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DIBR 과정으로 최종 생성된 다시  상의 

화질에 많은 향을 끼치는 3차원 워핑과 틈새 채움 단계에 

한 최 화 기법들에 한 연구도 함께 병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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