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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집  상의 부호화효율을 향상시키는 부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카메라와 물체와의 거리, 

물체와 배경의 복잡도 등에 따라 집  상의 특징이 매우 다양함에 따라 이에 합한 부호화 방법을 사용

한다면 부호화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집 상은 요소 상 단 의 압축을 수행함에 따라 요소 상

에 한 부호화 방향을 고려할 때 부호화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선 6가지 종류의 재배치 방법

으로 집  상을 재배치한 후, 재배치된 상을 3D-DCT 기반의 부호화를 용한다. 마지막으로 비트율-

왜곡 최 화 기법을 수행하여 6가지 재배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실험 결과, 제안방법은 기존 

방법과 비교해 상 화질과 비트율 측면에서 높은 이득을 보 다.

 
■ 중심어 :∣집적 영상∣3D-DCT∣부호화∣비트율-왜곡 최적화∣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gral image compression method to improve the coding 

efficiency. As the characteristics of integral images are various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a camera and objects, complexity of the objects and background, etc, the coding 

efficiency can be improved by applying a coding method adaptive to th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as the integral images are compressed by the unit of elemental images, the coding 

efficiency can be improved. by employing a coding method optimized to the coding direction of 

elemental images.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remaps an integral image with six kinds of 

mapping rules, and then the conventional 3D-DCT based compression method is applied to the 

remapped images. Finally, we perform the rate-distortion optimization to choose the best of the 

mapping rul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yields high gains in image 

quality and b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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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3차원 입체 상 기술은 의료, 건축, 과학, 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한 3차

원 입체 상 기술은 앞으로도 활용할 부분이 많기 때

문에 끊임없이 발 하고 있다. 3차원 입체 상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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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에는 집  상(integral image), 스트 오그

래피, 홀로그래피 등이 있다. 집  상은 목  상을 

즈어 이를 이용하여 촬 하며 다른 시 을 가지는 

여러 요소 상으로 구성된 상이다. 각 요소 상들

의 시  차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3차원 입체 상을 

만들 수 있다[1-10]. 집  상은 스트 오그래피나 홀

로그래피와 달리 편리하게 촬 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집  상을 이용하여 복원을 할 때 요소 상

의 해상도는 복원의 정확도에 매우 큰 향을 주기 때

문에 고화질의 상이 필요하며, 이를 실시간 송을 

하거나 메모리에 장하기 해서는 효율 인 데이터 

압축이 필요하다. 집  상은 일반 인 상과는 다른 

집  상만의 특징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압축할 수 있다. 

기존의 압축방법  집  상의 요소 상간의 상

도를 이용하여 동 상 압축방법인 MPEG-2[11][12]를 

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집  상이 인 한 요소 

상간의 상 도가 높은 특징을 동 상의 임처럼 

시간  상 도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요소 상들을 평

행형, 나선형 등의 동 상 스트림 구성방법으로 1차원

으로 나열한 후 MPEG-2를 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압축방법으로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

와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용[13]한 방

법이 제안되었다. 이는 집  상의 각 요소 상들을 

DWT한 후, DCT블록을 구성하여 DCT를 수행하는 방

법이다.

2D-DCT블록을 Z축으로 재구성하여 3D-DCT블록

으로 구성한 후 3D-DCT를 수행[14]하는 압축방법도 

있다. 2D-DCT블록을 각 요소 상간의 같은 치에서 

Z축으로 재구성하여 3D-DCT블록을 구성하면 요소 

상간의 상 도가 높기 때문에  2D-DCT를 수행할 때 

보다 부호화효율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다.

집  상을 각 요소 상간의 같은 치에 해당하는 

상을 모아 재배치하면 서 상이 되는데 집  상

과 이의 서 상의 특성은 상이하기 때문에 부호화효

율에 차이가 있다. 집  상과 이의 서 상을 각각 

부호화하여 높은 부호화효율을 보이는 상으로 선택

인 부호화하는 방법[15]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  상을 6가지 방법으로 재배치하

여 부호화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집  

상은 촬 한 물체나 촬  방법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요소 상간의 가로 방향 상 도와 세로 방향 

상 도는 집  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재배치하

는 과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 부호화

효율에 차이가 있다. 한 3D-DCT블록을 구성할 때 

어느 방향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부호화효율에 차이

가 있다. 집  상을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하

여 6가지 방법으로 재배치하고 3D-DCT기반의 부호화

한 후 비트율-왜곡 최 화 기법(Rate-Distortion 

Optimization)을 수행하여 최 의 재배치 방법으로 최

종 으로 부호화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집

 상 재배치 방법, 비트율-왜곡 최 화를 이용하여 

최 의 재배치방법 선택하는 방법과 체 알고리즘에 

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어떤 집  상들로 어떻

게 실험을 하 는지에 한 실험내용을 설명하고, 4장

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얻은 실험결과에 보여주고, 5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 방법 

1. 제안된 집적 영상 재배치 방법
[그림 1]과 같이 집  상은 약간의 시차를 가지는 

요소 상들로 이루어진 상이다. 따라서 이웃한 요소 

상간의 상 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집  

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요소 상간의 같은 치에 해

당하는 상들을 모아 재배치함으로써 공간  복성

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다. 집  상에 따라 요소 

상간의 상 도가 가로방향이 높기도 하고 세로방향

이 높기도 하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이 가로 순서로 추

출하기도 하고 세로 순서로 추출하기도 한다. 상 도가 

높은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요소 상을 추출하여 재배

치하면 인 한 상간의 상 도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

고 부호화 할 때 공간  복성을 더 효과 으로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호화효율이 향상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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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DCT기반의 부호화를 할 때 3D-DCT블록을 가로

로 구성하는 방법과 세로로 구성하는 방법이 가지는 특

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가로 순서로 배치

하는 방법과 세로 순서로 배치하는 방법을 모두 포함하

다. 3D-DCT블록을 구성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재배치를 하면 블록내 상간의 상 도가 더 높게 나타

나게 되고 부호화 할 때 공간  복성을 더 효과 으

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부호화효율이 향상된다.

집  상마다 특징이 달라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상

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부호화 방법에 따라 3D-DCT

블록을 구성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해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요소 상간의 같은 치

에 해당하는 상을 재배치방법 1은 가로 순서로 추출

하여 가로 순서로 배치하 고 재배치방법 2는 가로 순

서로 추출하여 세로 순서로 배치하 으며 재배치방법 3

은 세로 순서로 추출하여 가로 순서로 배치하 고 재배

치방법 4는 세로 순서로 추출하여 세로 순서로 배치하

다.

(a) 원본 영상 (b) 집적 영상

그림 1. 원본 영상과 집적 영상 

(a) 가로 순서 (b) 세로 순서

그림 2. 집적 영상을 추출하는 순서

(a) 가로 순서 (b) 세로 순서

그림 3. 집적 영상을 배치하는 순서

(a) 원본 (b) 재배치방법1

(c) 재배치방법2 (d) 재배치방법3

(e) 재배치방법4

그림 4. 집적 영상 재배치방법1∼4 

앞에서 언 했듯이 집  상은 약간의 시차를 가지

는 요소 상들로 이루어진 상이다. 이러한 집  

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요소 상간의 시차를 고려한 

치에 해당하는 상들을 모아 재배치함으로써 공간  

복성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다. 재배치방법 5는 

요소 상간의 시차를 고려한 치에 해당하는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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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후 가로 순서로 배치하 고 재배치방법 6은 세

로 순서로 배치하 다.

(a) 원본

(b) 재배치방법5

(c) 재배치방법6

그림 5. 집적 영상 재배치방법5~6 

[그림 5]는 재배치방법 5∼6으로 집  상을 재배치

하면 집  상의 픽셀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 다. 

[그림 5]의 집  상의 크기는 16x16픽셀이며 4x4픽셀

의 요소 상 4x4개로 구성되어 있다. 

2. 비트율-왜곡 최적화를 이용한 최적의 재배치방
법 선택

집  상과 부호화방법에 따라 특징이 다르기 때문

에 재배치방법 1∼6  어떤 방법으로 부호화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호화기 성능 향상에 있어서 요하다. 

비트율-왜곡 최 화 기법(Rate-Distortion Optimization)

은 부호화기의 모드 결정기법  하나이다. 각 모드의 

실제 비트율과 왜곡도, 가 치 값인 라그랑지안 계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최 의 모드를 결정하는 방

법이다[16]. 

    ×                 (1)    

 

비용 함수 식(1)에서 D는 부호화 한 후의 왜곡도를 

나타내며, 는 라그랑지안 계수, R은 부호화 한 후 발

생하는 비트량을 나타낸다. 비트율-왜곡 최 화 기법에

서 최 의 라그랑지안 계수를 선택하는 것은 요하

다. 최 의 라그랑지안 계수 를 구하기 해 비용 함

수 식(1)은 T.Wiegrand와 B.Girod가 제안한 라그랑지

안 계수 선정 방법[17]에 따라 식(2)로 표  할 수 있다.

 



 

               (2)

 

식(2)는 식(3)과 같이 에 한 식으로 정리 할 수 

있으며 High rate에서 라그랑지안 계수 는 식(4)와 같

이 정의 된다[18]. 

 


                       (3)

          

  ×              (4)    

 

최 의 c를 구하기 해서 식 (5)에서의 Q와 를 이

용하여 91가지 조합으로 15개의 집  상에 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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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ple01 (b) apple02

험한 후 최 의 c를 구하 다. 여기서 선택한 Q값들은 

상으로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을 얻을 수 있

는 범 에서 선택하 으며, 선택한 Q값들의 범 에서 

실험을 통하여 구한 최 의 c는 0.0463이다.

   Q = { 16, 24, 32, 40, 48, 56, 64 }  

    = { 1, 5, 1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        (5)

실험을 통하여 구한 c와 식(4)를 이용해 최 의 를 

구하고 식(1)을 이용해 집  상의 비트율-왜곡 최

화기법을 용할 수 있다.

3. 전체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집  상을 재배치하여 부호화효율

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체 인 과정을 살

펴보면 [그림 6]과 같다. 집  상을 재배치방법 1∼6

으로 집  상을 재배치한 후 3D-DCT 기반 부호화를 

용한다. 비트율-왜곡 최 화 기법(Rate-Distortion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부호화 하려는 집  상의 

최 화된 재배치방법을 구한다.

그림 6. 알고리즘

Ⅲ.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그림 7]과 

같이 사과, 바나나, 컵, 인형, 해골의 집  상을 사용

하 다. 그리고 집  상이  거리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는 을 고려하여 [그림 8]과 같이 각 물체에 

하여 거리를 세 종류로 다르게 촬 한 집  상을 

사용하여 총 15개의 집  상을 실험에 사용하 다. 

이 집  상들의 크기는 1024x1024픽셀이다. 32x32개

의 요소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소 상의 크기는 

32x32의 픽셀이다. [그림 7]의 doll01 집  상을 재배

치방법 1∼6에 따라 재배치를 하면 [그림 9]와 같다.

 

(a) apple01 (b) banana01

(c) cup01 (d) doll01

(e) skeleton01
그림 7. 실험에 사용된 집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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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pple03 (d) skeleton01

(e) skeleton02 (f) skeleton03
그림 8. 초점 거리가 다른 집적 영상 

(a) 재배치방법1 (b) 재배치방법2

(c) 재배치방법3 (d) 재배치방법4

(e) 재배치방법5 (f) 재배치방법6

그림 9. doll01의 영상 재배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부호화 성능을 평가하기 

해 BD-PSNR과 BD-BR을 이용하 다. BD-PSNR

과 BD-BR은 동일한 비트율이나 PSNR을 기 으로 비

교하려는 상과 상 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표 1]은 집  상 doll01을 양자화계수 16, 24, 32, 40, 

48, 56, 64에 하여 기존 방법으로 부호화한 실험결과

와 재배치방법 1∼6으로 재배치하여  동일한 양자화계

수에 하여 부호화한 실험결과를 제시했으며 기존 방

법과 재배치방법 1∼6의 부호화 성능을 비교하는 

BD-PSNR과 BD-BR을 제시하는 표이다. [그림 10]은 

집  상 doll01을 기존 방법과 재배치방법 1∼6에 

하여 실험한 Totalbits와 PSNR을 제시하는 그래 이

다. 이는 동일한 Totalbits에서 기존 방법과 재배치방법

1∼6의 PSNR을 제시하기 때문에 부호화 성능을 비교

할 수 있다. 집  상 doll01은 [표 1]과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방법에 비해 재배치방법 1, 3, 5의 성

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재배치방법 3

이 가장 성능이 우수했으며 BD-PSNR은 3.463dB, 

BD-BR은 –38.715%이다.

[표 2]는 [표 1]과 동일하게 집  상 banana01에 

하여 실험한 실험결과이다. [그림 11]은 집 상 banana01

을 기존 방법과 재배치방법 1∼6에 하여 실험한 

Totalbits와 PSNR을 제시하는 그래 이다. 집  상 

banana01은 [표 2]와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방법에 비해 재배치방법 1, 3, 5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재배치방법 1이 가장 성능이 우

수했으며 BD-PSNR은 2.778dB, BD-BR은 –32.993%

이다. 두 집  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집  상

의 특징에 따라 최 의 재배치방법은 달라진다.

그림 10. doll01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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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01 Q Total Bits PSNR

성능 평가

BD-PSNR
(db)

BD-BR
(%)

기존
방법

16 1097790 39.0455

∙ ∙

24 866070 36.0934
32 717998 34.0859
40 615710 32.5862
48 539794 31.4064
56 480232 30.4602
64 433650 29.64

재배치
방법
1

16 1054780 38.4129

2.248 -27.034

24 762918 35.6846
32 596236 33.9934
40 493854 32.8182
48 425482 31.907
56 373254 31.1515
64 334968 30.511

재배치
방법
2

16 1424298 38.5273

-3.310 49.415

24 1131490 35.3201
32 940496 33.0986
40 802780 31.4765
48 696318 30.1771
56 611426 29.1189
64 543914 28.2494

재배치
방법
3

16 917892 38.8639

3.463 -38.715

24 674722 36.0992
32 528700 34.3714
40 436082 33.1454
48 373858 32.1965
56 327030 31.4546
64 292674 30.8016

재배치
방법
4

16 1375182 38.6377

-2.911 42.359

24 1093304 35.4344
32 910628 33.251
40 777348 31.6135
48 675262 30.3251
56 592502 29.2637
64 527366 28.389

재배치
방법
5

16 997748 38.6816

2.269 -27.351

24 743030 35.8509
32 587340 34.0407
40 486038 32.7351
48 414942 31.7503
56 361468 30.9484
64 322214 30.273

재배치
방법
6

16 1521048 38.4898

-4.407 68.654

24 1220372 35.2256
32 1022130 32.9577
40 875594 31.2435
48 762060 29.8875
56 670180 28.8086
64 596264 27.9029

표 1. doll01의 실험 결과

banana
01

Q Total Bits PSNR

성능 평가

BD-PSNR
(db)

BD-BR 
(%)

기존
방법

16 1321804 38.274

∙ ∙

24 1048948 35.352
32 875072 33.315
40 753242 31.793
48 663198 30.599
56 591342 29.621
64 534494 28.79

재배치
방법
1

16 1211932 37.708

2.778 -32.993

24 890546 34.887
32 686998 33.085
40 557002 31.854
48 471048 30.949
56 407484 30.21
64 364476 29.629

재배치
방법
2

16 1712402 37.691

-3.543 50.985

24 1371174 34.484
32 1146330 32.232
40 982914 30.555
48 856636 29.229
56 756584 28.184
64 674422 27.295

재배치
방법
3

16 1286938 37.63

2.15 -26.661

24 952042 34.82
32 737898 32.968
40 595644 31.689
48 502606 30.763
56 438098 30.05
64 391378 29.452

재배치
방법
4

16 1712684 37.66

-3.458 49.93

24 1367576 34.465
32 1142894 32.252
40 978676 30.579
48 852308 29.248
56 750184 28.192
64 668402 27.304

재배치
방법
5

16 1409394 37.446

0.814 -11.879

24 1056196 34.558
32 828818 32.635
40 676652 31.293
48 572680 30.294
56 495926 29.509
64 441112 28.873

재배치
방법
6

16 1918074 37.508

-5.302 80.504

24 1546360 34.228
32 1302200 31.928
40 1124006 30.206
48 982940 28.818
56 870574 27.71
64 776636 26.767

표 2. banana01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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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anana01의 그래프

[표 3]은 거리가 다른 집  상들을 실험했을 

때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제안방법의 BD-PSNR과 

BD-BR을 나타낸 것이다. apple01, apple02, apple03과 

skeleton01, skeleton02, skeleton03은 같은 물체를 

거리만 다르게 촬 한 집  상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부호화기는 거리에 

향을 받지 않고 모든 조건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부

호화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equence
Best Method

BD-PSNR(db) BD-BR(%)
apple01 2.048 -28.109
apple02 2.253 -34.191
apple03 1.951 -31.924

skeleton01 1.544 -18.558
skeleton02 2.463 -24.101
skeleton03 3.094 -27.03

표 3. 초점거리가 다른 집적 영상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15개의 집  상에 

한 실험 결과 모두 기존 방법보다 부호화 성능이 우수

했다. 기존 방법과 비교해 평균 BD-PSNR은  2.62dB, 

평균 BD-BR은 -30.44%로 개선되었으며BD-PSNR은 

최  3.58dB 향상되었고, BD-BR은 최  38.87% 감소

하 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집  상을 재배치 한 후 3D-DCT기

반 부호화를 용하고 비트율-왜곡 최 화 기법

(Rate-Distortion Optimization)을 통해 부호화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다양한 상에 하여 평가하

기 하여 다섯 종류의 물체를 사용하 다. 그리고 집

 상이  거리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는 을 고

려하여 각 물체에 하여 거리를 세 종류로 다르게 

촬 한 집  상을 사용하 다. 이 집  상들의 크

기는 1024x1024 픽셀이며 크기가 32x32 픽셀인 요소 

상 32x32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BD-PSNR과 BD-BR을 이

용하 다. BD-PSNR과 BD-BR은 동일한 비트율이나 

PSNR을 기 으로 비교하려는 상과 상 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15개의 집  상에 

하여 실험한 결과, 기존 방법과 비교해 평균 BD-PSNR

은 2.62dB, 평균 BD-BR은 -30.44%로 개선되었다. 15

개의 집  상에 한 실험 결과 모두 기존 방법보다 

부호화 성능이 우수했으며 실험하는 집  상 특징에 

따라 BD-PSNR은 최  3.58dB향상되었으며, BD-BR

은 최  38.87% 감소하 다.

본 논문에서는 집  상을 재배치 한 후 3D-DCT기

반 부호화를 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는데 다른 

기존의 부호화 방법을 용하여도 부호화효율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한편, 제안된 방법은 6가지 재배치 방법을 모두 수행

하고 가장 우수한 방법을 선택함에 따라 계산량이 약 6

배 증가한다. 이러한 계산량 증가 문제는 제안된 배치 

방법에 따른 상의 특성을 분석함에 따라 보다 계산량

측면에서 효율 인 배치 방법 결정을 가능할 것으로 보

임에 따라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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