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한국방송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융합형 3DTV를 위한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 미치는 양안시차 해상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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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좌우해상도가차이나는 융합형 3DTV의 화질을개선하기위한기법으로써 두영상간의양안시차 정보를 활용하는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이 제안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시차 벡터의 정밀도가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양안시차벡터추정에 사용되는 좌영상의 해상도에 따른알고리즘의성능을비교한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높은 해상도

의 좌영상을 사용하여 양안시차 벡터의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확장된 우영상의 객관적 화질 및 합성된 3D영상의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고화질의 방송을 넘어 보다 뛰어난 표현력과 선명함, 현실감

을 반영 하는 3DTV, UDTV 등 실감형 방송 서비스가 연구 중이다.

3DTV 방식 가운데 ATSC M/H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3DTV

시스템이제안되었다[1]. 이 방식은 좌우해상도가 다른영상을 ATSC

채널과 M/H 채널을통해 전송하여기존의고정 및 이동방송서비스

가 가능하고 좌우영상을 결합하여 양안시차 3DTV 방송 서비스를 동

시에 제공할 수있다. 그러나 해상도측면에서 ATSC 채널을 통해전

송된 좌영상과M/H 채널을통해전송된우영상은 상대적으로화질차

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SE(Binocular Suppression Effect)에

의해 좌우 영상의 화질차이가 너무 크지 않다면, 사람이 보게 되는

3DTV 영상의 주관적 화질은 고해상도 좌영상의 영향을 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2].

하지만 좌영상과 우영상의 상대적인 화질 차이가 크거나, 블럭키

잡음이 많은움직임영상에서는 BSE만으로 해결이안되는 문제가발

생한다. 이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상대적으로해상도가낮은우영상

의 화질을 높이는방법이 필요하다. 우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좌우영상의 공간적 상관도를 이용한다. 3D카메라는 같은 화면을 촬영

하기 때문에 좌우영상의 공간적 상관도가 크다. 3D 화면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이격이 나타나는데 이를 양안시차(Binocular Disparity)

라고 부른다[3]. 그리고 양안시차 정보를사용하여 상대적으로열화된

우영상의 일부분을 시차 보상된 고해상도의 좌영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우영상의 화질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움직임이 많은영상이나낮은 비트로 코딩된영상 등특별

한 상황에서 양안시차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잘못된 양안시차 정보를

가지고 시차보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RA

(Conditional Replenishment Algorithm)가 사용된다[4]. CRA는 시차

보상된 우영상과 단순 확대한 우영상, 그리고 이전 프레임의 CRA를

통해 구한 시차정보 보상된 우영상을 가지고 원본 우영상과 비교하여

조건부 대체하는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시차 벡터의 정밀도가 CRA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양안시차 벡터 추정에 사용되는 좌영상의 해상도에 따

른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다.

2. 조건부 대체 알고리즘과 양안시차 해상도

양안시차의 추정은 좌우 영상에서 화소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추

정한다. 화소값의차이는블록매칭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블록매칭알

고리즘은 블록 내의 모든 화소 값을 하나의 움직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움직임 벡터는 양안시차 정보가 된다. 이 양안시차

벡터의정밀도에따라시차보상된 우영상의화질이달라진다. CRA에

의해 시차 보상된 영상과 원본 영상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 시차 보상

된 영상이 대체된다. 즉, 정밀한 양안시차 정보가 CRA에 의해 보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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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상의화질을 높인다. 그렇다면 양안시차 벡터 추정에 사용되는 좌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 양안시차 정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CR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과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920x1080 해상도의 좌영상과 1920x1080 해상도의 좌영상을 이

중 선형 보간 해서 구한 3840x2160 해상도의 좌영상을 가지고 각각의

해상도에대해서 양안시차 벡터를구하였다. 그림 1은 1920x1080 해상

도의양안시차와 3840x2160 해상도의 양안시차를사용한 경우각각의

시차 보상된 우영상의 PSNR 비교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CRA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1. 양안시차의 해상도에 따른 보상된 우영상의 PSNR 비교.

1920x1080 해상도의 양안시차를 사용한 경우와 1920x1080 해상

도의 양안시차를 사용했을 경우에 보상된 우영상의 PSNR을 비교한

결과 3840x2160 해상도의 양안시차를 사용하여 보상한 우영상의

PSNR이 1920x1080 해상도의 양안시차를 사용하여 보상한 우영상의

PSNR보다약 1dB 정도 높은결과를확인하였다. 따라서높은해상도

의 양안시차를 사용하면 높은 정밀도의 양안시차 벡터가 추정되기 때

문에 CRA에서도 약 1dB정도 향상된 보상된 우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높은 해상도의 양안시차를 사용하면 객관적인 화질 이외

에주관적화질또한다른결과가나타난다. 그림 2는 실험에서 사용한

영상으로화살표 방향으로양안시차값이감소하는 영상이다. 3D 화면

에서 주관적 화질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해상도에 따른 양안시차

벡터맵을 분석하였다. 그림 3은 1920x1080 해상도의 양안시차 벡터맵

이고, 그림 4는 3842x2160 해상도의양안시차벡터맵이다. 그림 3과 그

림 4에서검은색영역은단순확장된우영상의영역이고, 컬러영역은

양안시차정보를 가지고 보상된 영역이다. 각각의 컬러마다다른 양안

기차 벡터값을 가지고 보상하게 된다.

그림 2. 실험 영상.

그림 3. 1920x1080 해상도에 따른 양안시차 벡터맵.

그림 4. 3840x2160 해상도에 따른 양안시차 벡터맵.

그림 3과 그림 4를 비교 했을 때그림 좌우에 위치한 주황색 영역

에서 그림 4가 그림 3의 양안시차 벡터값 보다 더 다양한 양안시차 벡

터값을 사용하였다. 즉, 양안시차 해상도가 클수록 자연스러운 입체감

이 살아나고 3D 영상의 주관적 화질이 향상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 좌우 해상도가 차이나는 융합형 3DTV의 화질을 개

선하기위해 정밀한양안시차정보추정 시사용되는 좌영상의 양안시

차 해상도에 따른 조건부대체 알고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았다. 실제로 고해상도의 양안시차 정보를 사용했을 때 우영상의 화질

보상성능이 약 1dB정도 향상되는것을 보았다. 고해상도의 양안시차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3D영상 합성 시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통해 주관

적 화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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