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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깊이 영상 기반의 3DVC에서 윤곽

부분 화질 개선 기법

강진미†, 정혜정††, 정기동†††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깊이 영상의 부호화 과정에서

색상 영상과의 연관성을 이용하기 위해 SVC 부호화 구조를 기반으로 계층적으로 부호화한다. 깊이 영상을

향상 계층으로 부호화하여 기본 계층으로 부호화된 색상 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다. SVC 부호화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에 적응적이면서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깊이 영상은

다른 시점의 영상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부호화 과정에서 객체의 윤곽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전체

영상의 화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윤곽 부분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비 윤곽 부분인 평편한 부분과 구분한

후, 부호화 과정의 비트량을 조절하여 깊이 영상 전체의 화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기법은 PSNR 값이 0.06-0.5dB 증가하고 비트량을 0.1-1.15% 감소하여 깊이 영상의 화질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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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mproved contour region coding method is proposed to accomplish better depth map

coding performance. First of all, in order to use correlation between color video and depth map, a structure

in SVC is applied to 3DVC. This can reduce bit-rate of the depth map while supporting the video to

be transferred via various collection of network. As the depth map is mainly used to synthesize videos

from different views, corrupted contour region can damage the overall quality of video. We hereby adapt

a new differential quantization method when separating the contour reg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improve video quality by 0.06～0.5dB which translate the bit rate

saving by 0.1～1.15%, when compared to the referenc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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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영화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3차원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3D 산업

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스테레오 영상에서 시작하여

3차원 영상의 제작 및 부호화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디오 표준화 기관인 MPEG에서는

1995년 MPEG-2에서 스테레오 영상 간의 시차를 보

상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MEPG-4 표

준의 Part 2, Part 10, MPEG-A 시스템 표준 Part

11, MPEG-C Part 3 등 3D 관련 부호화 표준에 대한

기술을 정의하였다. VCEG와 공동으로 설립된 JVT

로 진행하면서 2009년 1월에는 H.264의 확장표준 형

식으로 3D 관련 MVC(multi-view coding) 기술을

표준화 완료하였으며[1], 최근 깊이 영상을 사용하는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3DVC(3D video cod-

ing) 형식으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2011년 4월에

는 3DVC 제안 요청서를 배포하여 국내외 여러 기관

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통해 3D 영상의 부호화 표준

을 완성할 계획이다[2].

기존 색상 영상으로만 구성된 2D 영상과 달리

3DVC에서는 시점 합성 기술에 이용되는 깊이 영상

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깊이 영상의 부호화 기술 연구

가 표준화 기술의 핵심이다. 깊이 영상은 카메라와

화면 내 객체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으로 그레이스

케일로 표현되며 색상 영상과 구분된다. 따라서 기존

의 색상 영상의 부호화 방식과 동일하게 부호화하는

경우 부호화 효율을 최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영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3DVC에서는 기존의 2D 영상의 디스플레이

와 새로운 3D 디스플레이 간의 호환성 등을 지원하

기 위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

용자의 디스플레이 환경에 따라 적응적으로 부호화

된 영상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깊이 영

상의 화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영상의 부호화 측면에서 확장성이란 한 번의 부호

화된 영상을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에 적응적으로 전

송하고 복호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적 부호화 기술이

다. JVT에서는 2007년 H.264/AVC 확장형식으로 계

층적 영상 부호화(Scalable Video Coding: SVC) 기

술을 표준화하였으며[3], SVC에서는 다양한 해상도,

프레임율, 화질에 따른 계층적 부호화를 통해 각각

공간적, 시간적, 화질의 확장성을 지원한다. 3D 영상

의 부호화에서는 추가로 시점 및 깊이 확장성을 고려

해야 한다. 3D 관련 제품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지원

하는 시점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단말에서 지원하는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

에 부호화된 3D 영상을 각 단말에 적합한 시점만 전

송하여 복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점 확장성이 필요하

다[4]. 또한, 3D 영상은 기존에 연구된 색상 영상뿐만

아니라 깊이 영상을 추가로 부호화하여 시점 합성에

이용하기 때문에 깊이 정보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호화 효율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단말 플랫폼과 가변적인 대역폭의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3D 영상 부호화 기술을

제안한다. 우선,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의 연관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호화된 영상의 확장성을 지원

하는 SVC 부호화 구조를 적용하여 2D와 3D 단말에

따른 확장성을 제공한다. 깊이 영상은 직접 화면에

주사되지 않고 시점 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에 영상

내 객체의 윤곽선이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따

라서 깊이 영상의 윤곽 부분과 평편한 부분을 구분하

여 윤곽 부분의 화질을 개선함으로써 전체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제안한다. 깊이 영상이 추가된

3D 영상의 시점 확장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면서 깊

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계층적

부호화 기술과 깊이 영상의 부호화 관련 연구를 살펴

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확장성을 지

원하는 깊이 영상의 부호화 구조와 윤곽 부분의 추출

기법을 적용하여 화질을 개선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로 성

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3D 영상을 계층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해 현재 색상 영상의 표준형식인 SVC의 부호화

기술에 대해 서술하고, 깊이 영상의 부호화 기술의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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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샘플링

계층간

예측

그림 1. SVC의 계층 간 예측

그림 2.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

2.1 SVC 기술

SVC는 한 번의 부호화로 다양한 수신기기의 환경

에 적응적으로 영상의 전송 및 복호가 가능하도록

부호화하는 방식이며, H.264/AVC의 확장 규격의 형

식으로 2007년 7월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한 개

의 기본 계층과 여러 개의 향상 계층으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공간적, 시간적, 화질의 확장성을 지원한

다. 특히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공간적 확장성은

기존 H.264/AVC 방식을 기반으로 기본 계층을 부호

화하고 향상 계층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계층 간 예측

을 추가하여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켰다[5]. 계층 간

예측 방법은 기본 계층의 데이터를 기존의 H.264/

AVC 표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호화하고, 향상 계

층에서는 부호화된 기본 계층의 텍스처 정보, 움직임

정보, 잔여 신호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계층 간 중복되

는 정보를 제거하여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킨다. 따라

서 계층 간 예측 방법은 프레임 내 압축 시 계층 간

중복성을 제거하는 텍스처 예측, 기본 계층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는 움직임 예측, 연관된 기본 계층의

잔여 신호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잔여 신호 예측으로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6]. 색상 영상의 해상

도를 단계적으로 부호화하는 방법으로 기본 계층에

서는 저해상도의 영상을 부호화한 후, 고해상도의 향

상 계층과 동일한 크기로 업샘플하여 예측 과정에

이용한다. 사용자의 미디어 사용 환경이 유무선 네트

워크와 단말기기의 발달로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각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층

적 부호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SVC 기

술은 색상 영상의 부호화 기술이기 때문에 3DVC에

서는 새로 추가된 깊이 영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3DVC의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을

SVC 기술을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부호화하는 기술

을 제안한다.

2.2 깊이 영상 부호화 기술

3DVC의 표준화 과정에서는 새로 추가된 깊이 영

상의 부호화 기술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초기

표준화 과정에서는 깊이 영상의 획득과 가상 시점의

합성 기술에 집중되었고 현재는 여러 개의 테스트

영상이 선정되고 가상 시점 생성 소프트웨어가 개발

되면서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림 2와 같이 깊이 영상은

객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으로 색상 영상

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깊이 영상의 부

호화 기술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색상

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다.

우선,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은 동일 시점, 동일 시간

의 화면이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객체의 정보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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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운 샘플링을 이용한 깊이 영상 부호화

히 유사한 특징을 이용하는 기술이 연구되었다[7].

색상 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그대로 깊이 영상에 적용

하거나 잔여신호를 더욱 줄이기 위해 색상 영상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정밀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도 연

구되었다[8]. 또한, 깊이 영상의 움직임 예측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x, y 방향의 2D 블록 정합뿐만

아니라 z 방향으로 움직임 예측을 추가로 수행하는

3D 움직임 예측 기술이 제안되었다. z 방향은 그레이

스케일에 해당하여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9]. 3D 블록 정합 방법에 추가하여, 객체 추

출을 이용하여 움직임 정보의 양을 줄이는 기술이

연구되었다[10]. 색상 영상이 먼저 복호된 경우 색상

영상의 객체를 추출하여 깊이 영상의 움직임 예측에

이용한다. 객체마다 움직임 예측은 z 방향으로 수행

하여 z 방향 움직임 정보와 잔여 신호만 부호화하는

방법이다.

깊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호화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들도 연구되었다. 우선, 깊이 영상은

객체의 윤곽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을 이용하

여 복원 마지막 과정에 윤곽 부분에 필터를 적용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기술이 연구되었다[11].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 디블록킹 필터와 마찬가지로 윤곽 복

원 필터를 추가하여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높이

고 윤곽 부분의 화질을 개선하여 영상의 합성 후 화

질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체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깊이 영상을 다운 샘플링하여 저해상도로 부호

화한 뒤 복호화 과정에서 업샘플링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12]. 그림 3과 같이 SVC 구조를 이용하여 기

본 계층에서는 색상 영상을 부호화하고 향상 계층에

서는 다운 샘플링한 저해상도 깊이 영상을 부호화하

여 데이터양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부호화 효율을 높

이는 것이다.

현재 깊이 영상을 추가한 3D 영상의 부호화 표준

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호화 효율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기술을 적

용하여 깊이 영상의 비트량을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

분 색상 영상의 표준인 H.264/AVC와 3D 관련 최근

표준인 MVC 구조에 적용하였다. 다운 샘플링을 이

용한 기술인 경우 SVC 구조를 적용하였지만, 깊이

영상의 다운 샘플링으로 인한 화질이 크게 저하된다

는 문제가 있다.

2D 디스플레이와 3D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사용

하는 수신자 환경에 적응적으로 서비스하기기 위해

서는 3DVC 부호화 과정에서 SVC 구조를 적용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깊이 영상을 향상 계층으로

부호화하여, 기본 계층인 색상 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깊이 영상의 윤곽 부분이 비 윤곽 부분인

평편한 부분보다 화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징

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의 화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3. 윤곽 부분의 화질을 개선하는 계층적 깊이

영상 부호화 방법

3DVC 표준화 과정에서는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

율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우선 부호화 과정

의 구조를 SVC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색상 영상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에 적응

적이면서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깊이 영상은 다른 시점의 영상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부호화 과정에서 객체의 윤곽 부분

이 손상되었을 때 전체 영상의 화질을 크게 떨어뜨린

다. 윤곽 부분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비 윤곽 부

분인 평편한 부분과 구분하여 부호화 과정의 비트량

을 조절함으로써 전체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의 부호화 과정에서 색상

영상과의 연관성을 이용하기 위해 SVC 부호화 구조

를 기반으로 계층적으로 부호화하고, 윤곽 부분이 중

요한 특징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 전체의 화질을 개선

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3.1 SVC의 향상 계층을 이용한 깊이 영상 부호화

깊이 영상은 카메라와 객체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49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5권 제4호(2012. 4)

그림 4. 계층적 깊이 영상 부호화

그림 5. 주위 픽셀의 정의

값으로 대응하는 색상 영상과 객체의 윤곽이 동일하

기 때문에 객체의 움직임 정보 등이 매우 유사한 특

징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색상 영상

과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VC 구조

를 적용하여 깊이 영상을 계층적으로 부호화하고자

한다.

SVC의 향상 계층에서는 기본 계층의 텍스처, 움

직임, 잔여신호 정보 등을 예측 과정에서 참조하기

때문에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그

림 4와 같이 색상 영상은 SVC 구조의 기본 계층으로

부호화하여 H.264/AVC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호화

한다. 깊이 영상은 향상 계층으로 부호화하여 기본

계층인 색상 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참조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깊이 영상의 부호화 중 예측 과정에

서 색상 영상과의 계층 간 예측을 추가로 수행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인다.

3.2 픽셀 값을 이용한 윤곽 부분 추출

윤곽 부분의 화질을 높여 전체 깊이 영상의 부호

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곽 부분과 비 윤곽 부

분인 평편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영상처리

에서 이용하는 윤곽 추출 기술은 하나의 프레임 단위

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호화 과정의 프로세스 수정이

수반되어야하고, 프레임 전체의 윤곽 정보를 저장하

는 버퍼가 추가로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부호화하는 매크로블록 단위로 윤곽 부분을 추

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전체 부호화 과정의 프로세

스를 크게 변경하거나 프레임 단위의 버퍼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주위의 픽셀 값과의 차이를 이용

하여 깊이 영상에서 객체의 윤곽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술이다. 객체의 윤곽 부분에서는 픽셀 값

의 변화가 크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

하여 각 매크로블록 내 픽셀 값의 변화를 측정한다.

픽셀 값의 변화는 매크로블록 내의 각 픽셀과 주위

픽셀들과의 차이를 계산하며, 주위 픽셀은 그림 5와

같이 현재 픽셀의 x축, y축 방향의 픽셀을 의미한다.

부호화하는 매크로블록 단위로 픽셀 값의 변화량

은 각 픽셀과 주위 픽셀들과의 차이 값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각 픽셀의 x축 방향의 픽셀과의 차이 값과

y축 방향의 픽셀과의 차이 값을 합계하며,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 모두 절대 값으로 계산하였다. 부호화

하는 매크로블록이 윤곽 부분인지 평편한 부분인지

구분하기 위한 매크로블록 내 픽셀 값 변화량의 계산

방법은 식 1과 같다. MSAD는 해당 매크로블록의

전체 픽셀의 변화량을 합한 값으로 매크로블록의 윤

곽 부분 유무를 판별하는 값을 의미하고, x,y는 각각

x축, y축 방향의 픽셀 위치를, p(x,y)는 (x,y)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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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매크로블록 단위의 윤곽 부분 추출

서의 픽셀 값을 의미한다.


  




  



 

(1)

그림 6은 제안하는 MSAD 값에 따라 매크로블록

단위로 윤곽 부분을 추출한 결과이다. 실험 영상은

나고야 대학의 kendo(1024×768) 영상을 이용하였고

0번 시점 영상의 8번째 프레임을 나타낸다. 왼쪽 그

림은 깊이 영상의 원영상이고, 오른쪽 그림이 MSAD

값을 이용하여 윤곽을 추출한 결과이다. 실험을 통해

MSAD 값은 250으로 설정하였다. 오른쪽 그림의 나

누어진 매크로블록 중 연한빨강으로 채워진 부분이

윤곽을 나타내며 제안한 기법으로 추출한 윤곽 부분

은 원영상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3.3 윤곽 부분의 차등 양자화

깊이 영상의 윤곽 부분의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MSAD를 이용한 윤곽 부분을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장에서는 추출한 윤곽 부분의

화질을 개선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윤곽 부분으로 결

정된 매크로블록의 경우에는 양자화 계수를 조절하

여 화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양자화 계수는 영상의

화질을 조절할 수 있는 값으로 식 2와 같이 부호화

과정의 최댓값 MaxQp와 최솟값 MinQP를 설정한

다. CurrQP와 MaxDeltaQp는 부호화 설정파일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으로 CurrQP는 현재 부호화하

는 과정에 사용되는 양자화 계수를, MaxDeltaQP는

양자화 계수의 변화량을 각각 의미한다. QPmin과

QPmax는 양자화 계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최소,

최대 상수로 각각 0과 51을 나타낸다.

 maxmin   
 minmax    식

2

(2)

부호화하는 매크로블록이 윤곽 부분으로 결정되

면 식 3과 같이 양자화 계수의 최솟값인 MinQP 값을

낮추는 방법을 이용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부호화 과정에서 양자화 계수는 MinQP 값

에서 MaxQP 값 사이를 모두 적용하여 가장 최소의

RD (rate-distortion) 비용을 갖는 값을 최종 선택한

다. 따라서 윤곽 부분의 경우에는 화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MaxQP는 수정하지 않고 MinQP 값만 조절

하여 화질을 개선한다. MinQP 값은 α만큼 감소하며

α 값에 따라 윤곽 부분의 화질을 조절할 수 있다.

 maxmin    식3(3)

윤곽 부분의 매크로블록의 MinQP 값이 작아지면

비트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평편한 부분 중에서

주위 픽셀들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식 4와

같이 양자화 계수의 최댓값인 MaxQP 값을 증가시

킴으로써 평편한 부분의 비트량을 줄일 수 있다.

 minmax    식4(4)

3.4 제안하는 계층적 깊이 영상의 부호화 구조

제안하는 기법은 SVC의 부호화 구조를 기반으로

깊이 영상의 윤곽 부분을 추출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림 7은 전체 부호화 구조를 나타낸다. 기본

계층에서는 색상 영상을 부호화하고 향상 계층에서

는 깊이 영상을 부호화함으로써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증가시킨다. 깊이 영상의 부호화 과정에서 계

층 간 예측을 수행하여 색상 영상의 움직임 벡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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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하는 계층적 깊이 영상의 부호화 구조

조 프레임 등 움직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예측 과정에서 제안하는 기법으로 윤곽 부

분을 추출하여 양자화 과정에서 윤곽 부분과 비 윤곽

부분의 양자화 계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양자화

를 통해 전체 화질을 개선할 수 있다.

4. 실험 및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계층적 깊이 영상의 윤곽

부분 화질 개선 기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계층적 깊

이 영상을 부호화하기 위해 SVC의 참조 소프트웨어

인 JSVM 9.19를 기반으로 실험하였으며[13], 실험

영상은 나고야 대학의 kendo 영상과 광주과학기술

원의 cafe 영상을 이용하였다. kendo 영상은 0번째

시점을 이용하였고, cafe 영상은 3번째 시점을 실험

하였다. 표 1은 실험에 적용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성능 평가는 참조 소프트웨어 JSVM 9.19를 이용하

여 실험 영상을 부호화한 결과와 비교하였고, 객관적

화질의 비교를 위해 PSNR 값과 부호화된 총 비트량

을 측정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윤곽

부분의 매크로블록은 α 값을 2로 하여 최소 QP 값을

감소시킴으로써 화질을 개선하였고, 평편한 부분의

매크로블록은 β 값을 1로 하여 최대 QP 값을 증가하

여 실험하였다.

실험 영상
기본계층 색상 영상

향상계층 깊이 영상

해 상 도
kendo 1024×768

cafe 1920×1080

프레임율 30 fps

GOP 크기 8

탐색 범위 32

QP 28-44

표 1. 실험 환경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kendo 영상과 cafe 영상에

대한 제안한 기법과 참조 소프트웨어의 RD 그래프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QP 값을 28부터 44까지 다

양하게 변화시켰고 각 QP 값에서는 프레임율의 변

화에 따른 RD 그래프를 나타낸다. 전체 움직임이 많

은 kendo 영상의 경우 제안한 기법이 참조 소프트웨

어와 비교하여 PSNR 값이 0.06-0.3dB 증가하였고,

비트량은 0.17-0.7% 감소하였다. 해상도가 크고 부

분적인 움직임이 있는 cafe 영상의 경우에는 PSNR

값이 0.08-0.5dB 증가하였고, 비트량은 0.12-1.15%

감소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기법은 QP 값이 증가

하는 경우 성능이 향상되고 부분적인 움직임이 있는

경우 더욱 화질을 개선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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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kendo 영상의 RD 그래프

그림 9. cafe 영상의 RD 그래프

(a) 원 영상 (b) JSVM 9.19 (c) 제안한 기법

그림 10. 주관적 화질 평가

그림 10은 주관적 화질을 비교하기 위해 cafe 깊이

영상의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실험 영상

중 cafe 깊이 영상의 손 영역의 경계 부분을 확대하였

고, QP 값이 44인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0의

(a)는 원 영상을 나타내고, (b)와 (c)는 각각 참조 소

프트웨어와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여 부호화한 후 다

시 복원한 결과 화면이다. 표시한 영역을 살펴보면

제안한 기법의 경우 경계 부분의 화질이 개선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의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색상 영상과의 연관성을 이용하고, 윤곽 부분의

화질을 개선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3DVC 부호화

과정에서 색상 영상을 기본 계층으로, 깊이 영상을

향상 계층으로 SVC 구조를 적용하여 2D 환경과의

호환성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색상 영상의 합

성 과정에서 중요한 깊이 영상의 윤곽 부분의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윤곽 부분을 추출하는 기법을 개발하

였고, 화질 개선은 양자화 계수를 차등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SVC의 참조 소프트웨

어를 기반으로 구현하였으며 실험 결과 참조 소프트

웨어와 비교하여 0.1-1.15%의 비트량을 감소시킴으

로써 화질을 개선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깊이

영상이 부호화 기법은 SVC 구조를 이용하여 2D뿐

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적응적으로 호환할 수 있으

며, 윤곽 부분의 화질을 개선함으로써 색상 영상의 합

성 과정에서 더욱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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