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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깊이 카메라의 등장으로 영상을 이용한 움직임 검

출에서 기존 색상 영상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체

의 거리 정보를 통해 정확한 움직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객체를 검출, 추적하여 이벤

트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깊이 영상을 

통해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과 검출된 객체의 움직임

을 추적하여 이벤트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폭 넓게 

연구되고 있다[1-7].

색상 영상은 부호화를 통하여 저장, 통신, 방송 등

의 다양한 응용분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깊이 

영상의 부호화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폭 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깊이 영상의 

부호화방법으로는 객체 기반의 부호화 방법[8-11]과 

촬영 영역의 표면 정보를 모델링하여 깊이 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12-13] 등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

러한 방법들은 정지 영상에 대한 화면내 부호화 방법

으로, 연속적으로 촬영되는 깊이 영상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화면간 부호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화면간 부호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프레임과 근접한 참조 프레임으로부터 움직임 추정

을 수행하여 추정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간의 차신호

를 부호화하는 방법이 있다. 색상 영상의 부호화 표

준인 MPEG-2, H.264/AVC, H.265/HEVC 등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추정을 통한 부호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색상 영상의 화면간 부호화 방법에 쓰이고 있

는 움직임 추정 방법에서는 카메라의 수평 이동이나 

영상 내 객체의 수평 이동의 경우에는 우수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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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객체가 카메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카메라가 객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등 영상 내 

객체의 신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움직임 추정의 성능

이 좋지 못하다. 이는 움직임 추정에 있어서 신축을 

고려하기에는 가능한 신축 비율의 개수가 많기 때문

에 계산 복잡도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색상 영상의 신축 움직임 추정에 있어서 계산복잡도

를 낮추기 위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여러 신

축 비율의 참조 영상을 생성하여 신축 움직임을 추정

하는 방법[14], 블록기반의 고속 스케일링을 이용한 

확대 및 축소 움직임 추정 방법[15], 계산 효율, 정확

도 등을 고려한 반복적 최소-자승 추정에 대한 다양

한 개선방법[16]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깊이 카메라

를 이용하여 객체의 신축 비율을 추정하여 색상 영상

의 움직임 추정 및 움직임 보상을 하는 방법[17,18]이 

제안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신축 움직임 추정방법은 깊이 영상

을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색상 영상의 움직임 추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용도로 깊이 영상이 사용되었

다. 본 논문은 깊이 영상의 자체를 부호화하기 위하

여 시간 방향의 움직임 추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깊이 영상을 부호화하기 위한 움직

임 추정에서는 영상 내 객체가 신축이 일어난 경우 

객체의 크기와 함께 깊이 화소값(깊이 영상에서는 

카메라와 객체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값)도 변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깊이 영상 부호화에서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신축에 따른 깊이 

화소값의 변화도 고려하여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여

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깊이 영상 부호화용 움직임 

추정 방법은 먼저 현재 블록의 화소 평균과 탐색 영

역 내 참조 블록의 화소 평균을 계산한다. 현재 블록

과 참조 블록의 평균들로 부터 신축 비율을 계산하

고, 신축 비율을 이용하여 참조 블록 크기를 변경한

다. 그 후 변경된 크기를 가지는 참조 블록을 현재 

블록의 크기로 보간한다. 그 후 현재 블록과 참조 블

록에 대해 각각의 화소 평균을 뺀 새로운 블록들을 

생성하고, 그 블록들의 오차를 움직임 추정 평가 척

도로 사용한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에

서의 신축 움직임 추정을 수행할 수 있다.

2. 색상 영상 부호화에서 신축을 통한 움직임 추

정 방법

색상 영상에서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 중 여러 신

축 비율의 참조 영상을 생성하여 신축 움직임을 추정

하는 방법[14]은 시간상의 각각의 참조 영상들에 대

해 다양한 신축 비율로 신축한 참조 영상을 Fig. 1처

럼 생성한다. 그 후 현재 영상의 각각의 블록마다 참

조 영상들 중 제일 유사한 블록영역을 참조블록으로 

하여 신축 추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 Fig. 1에서 

구름과 태양이 시간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신축 비율도 달라지지만, 본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각 

블록마다 정확한 참조 블록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

만 이 방법은 신축 움직임을 추정하기 위해 각 참조 

영상마다 여러 신축 비율에 대한 참조 영상을 새로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소모가 크고, 신축 움

직임 추정에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신축 비율에 대해서 참조 영상이 생성되고 이를 참조

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계산 복잡도가 커진

다는 문제점이 있다.

블록기반의 고속 스케일링을 이용한 확대 및 축소 

움직임 추정 방법[15]은 신축 움직임 추정을 하기 위

해 참조 블록의 크기를 신축 비율에 맞춰 확대 또는 

축소하여 참조 블록을 탐색한 후, 참조 블록에 대해 

현재 블록의 크기로 보간을 수행하여 움직임 추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 Fig. 2와 같이 기존 움직임 추정

에서 쓰인 움직임 벡터(MV: Motion Vector)와 더불

어 신축 비율을 나타내는 신축 벡터(ZV: Zoom Vec-

tor)를 사용하여 움직임 추정을 수행한다. 또한 신속

한 신축 움직임 추정을 하기 위해 참조 블록을 탐색

Fig. 1. Method of motion estimation using multiple zoom 

reference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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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기존 다이아몬드 탐색 방법[19]을 응

용하여 신축 비율을 Z축으로 보고 Fig. 3과 같이 3차

원 다이아몬드 탐색을 수행하여 탐색 횟수를 줄인다.

이 방법은 기존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보다 탐색횟수

를 줄였지만, 여전히 신축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축 비율에 대해 탐색을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색상 영상에 대해 신축 움직임 추정에 필요한 신

축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카메라와 객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16]에

서는 영상 내 객체가 신축이 일어났을 때 객체와 카

메라의 거리와 영상에서의 객체의 크기의 관계를 이

용하여 신축 움직임 추정을 수행할 때 신축 비율을 

결정한다. Fig. 4는 이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이 때 객체와 카메라간의 거리 R과 객체가 차지하

는 화소의 개수 P의 관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현재 블록 내 객체가 차지하는 화소의 개수와 카

메라와의 거리를 각각 P c, Rc라 하고, 참조 블록 내 

객체가 차지하는 화소의 개수와 카메라와의 거리를 

P r, Rr라 할 때, 만약 식 (1)에서 가 충분히 작다면,

현재 블록과 참조 블록 내 객체가 차지하는 화소의 

비로 표현할 수 있는 신축 비율 s는 식 (2)와 같이 

근사할 수 있다.

  

  




≅

 


(2)

이 때 객체의 거리 R은 깊이 화면 내 해당 블록 

영역의 화소의 평균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이용

하여 신축 비율 s는 현재 블록 내의 깊이 화소의 평균

인 와 참조 블록 내의 깊이 화소의 평균인 로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그 후 신축 비율 s에 따라 참조 블록의 크기를 신축 

한 후 현재 블록의 크기로 보간하여 움직임 추정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기존 신축 움직임 추정과 달리 

신축 비율에 대한 탐색을 수행할 필요 없이 탐색 영

역 내 참조 블록에 대해 신축 비율을 바로 구하여 

움직임 추정을 할 수 있다.

3. 깊이 영상 부호화에서 신축을 통한 움직임 추

정 방법

깊이 영상 부호화에서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은 

Fig. 5와 같이 이루어진다. 움직임 추정의 단위로 블

Fig. 2. Motion estimation using zoom vector.

Fig. 3. Method of searching reference block by 3D- 

Diamond search pattern.

Fig. 4. Flowchart of motion estimation method through 

dept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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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M×N 크기로, 탐색 영역은 m×n로 가정한다.

먼저 현재 블록의 화소 평균 와 탐색 영역 내 참조 

블록의 화소 평균 를 계산한다. 그 후 와 로부

터 식 (3)을 통해 신축 비율 s를 계산한다. 그 후 참조 

블록 크기를 폭과 너비에 각각 s를 곱한 sM × sN

크기로 변경한다. 그 후 변경된 크기를 가지는 참조 

블록을 현재 블록의 크기로 보간한다.

현재 블록과 참조 블록의 오차를 측정하여 움직임 

추정에 대한 평가척도를 적용하고 현재 블록과 가장 

가까운 참조 블록을 찾고, 움직임 벡터와 신축 벡터

를 결정한다.

이 때 객체에 신축이 발생할 경우 객체의 크기가 

변하는 것과 더불어 객체 내의 화소 값도 변한다.

Fig. 6은 깊이 화면 간 객체의 움직임에 따른 화소 

값의 변동의 예를 보여준다. 객체가 신축되지 않고 

좌우로만 움직인다면 객체 영역 내의 화소 값의 변화

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객체가 신축되는 경우에는 

객체 영역내의 깊이 화소 값의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블록과 참조 블록의 화소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움직임 추정에 대한 평가척도에 이용한다

면 신축으로 인해 발생된 화소값의 변화로 인해 올바

른 움직임 추정이 어렵다. Fig. 7에서는 신축이 일어

난 객체에 대해 신축 비율을 통해 참조 블록의 크기

를 변경하고, 변경된 크기의 참조 블록을 현재 블록

의 크기로 보간함으로써 객체의 형태적 특징은 일치

시켰다. 하지만 신축으로 인한 화소값의 변경으로 현

재 블록과 참조 블록간의 화소 값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올바른 움직임 추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

축으로 인해 발생된 화소값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블록과 참조 블록을 비교해야 한다. 객체의 신축이 

일어날 경우, 객체 내 전체 화소는 신축이 일어나기 

전의 화소 값으로부터 신축 거리에 따라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축 거리는 현재 블록과 

참조 블록 내 화소 평균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신축의 영향을 제거하여 움직임 추정의 평

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현재 블록의 각 깊이 화소의 값에서 를 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 그 후 움직임 추정을 위해 참조 블

록을 탐색한 후 탐색된 참조 블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를 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 그 후 블록의 평균

값을 뺀 두 블록간의 SAE(Sum Absolute Error) 혹

은 SSE(Sum Square Error)를 계산하여 움직임 추

정에 대한 평가척도로 이용한다. 그 후 현재 블록과 

제일 유사한 참조 블록을 찾아 움직임 벡터와, 신축 

비율의 정보를 가지는 신축 벡터를 결정한다.

이 때 현재 블록이 객체 영역이 아닌 배경 영역일 

경우에는 객체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 추정

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움직임 추정을 

Fig. 5. Zoom motion estimation method for depth video 

coding.

(a) (b)

Fig. 6. Change in pixel value by motion in depth video: 

(a) Motion without zoom and (b) Motion with 

zoom. Fig. 7. Evaluation of motion estimation in dept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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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자 하는 블록이 배경 영역 내에 있을 경우,

현재 화면과 참조 화면 간의 화소값들의 변화는 없

고, 신축 비율 s는 1과 매우 가까운 값이 계산된다.

이를 이용하여 배경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탐색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참조 화면 내 현재 블록과 같

은 위치에 존재하는 블록에 대해 신축 비율 s를 구한 

후 s가 T1 < s < T2 범위에 존재할 경우 배경 영역으

로 판단하고, 이 경우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8].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직접 촬영영상에 대한 신축 움직임 추정 실험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Kinect V2 깊이 카메라

를 이용하여 깊이 영상 부호화에서 신축을 통한 움직

임 추정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 때 Kinect V2

는 ToF(Time of Flight) 방식으로 깊이를 측정하는 

깊이 카메라이다. 이 때 깊이 영상 해상도로 512 ×

424를 사용하였다. 이 때 배경으로 판단하는 임계치 

T1, T2 는 각각 0.95, 1.05를 적용하였다.

모의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다른 모양의 객체

를 촬영한 영상에서 각 객체의 거리차이가 일어난 

두 화면을 선택하여 Fig. 8-10과 같이 현재 화면과 

참조 화면으로 이용하였다. Fig. 8은 상자 모양의 객

체를 촬영한 영상이고, Fig. 9는 원통 모양의 객체를 

촬영한 영상, Fig. 10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이다. 각 화면에서의 평균 와 는 Fig. 8의 

경우 1581과 2224, Fig. 9의 경우 2083과 1221, Fig.

10의 경우에는 1502과 2427이다.

Fig. 8-10의 깊이 화면에 대하여 색상화면을 위하

여 기존 H.264[20], H.265 등의 표준에 적용된 움직임 

추정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때 블록 크기

는 8×8을 적용하였고, 탐색 영역은 25×25를 적용하

였다. 또한 식 (3)에서의 는 0.9를 적용하였다.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였을 때, 움직임 벡터는 Fig.

11과 같이 나타났다. 이 때 깊이 영상에 기존 움직임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는 Fig. 11 (a)와 같이 실

제 객체의 움직임 방향으로 움직임 추정을 하지 못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안된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Fig. 11 (b)와 같이 

움직임 방향대로 움직임 추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방법을 통해 움직임 추정을 한 경우는 탐

색 영역 내의 참조 블록들 중 블록 화소 평균 의 

값이 제일 작은 참조 블록으로 움직임 추정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Fig. 11 (a)에서 대체적으로 움

직임 벡터가 한 지점으로 뭉쳐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는 움직

임 추정으로 인해 생성된 움직임 벡터는 Fig. 11 (b)와

같이 신축 움직임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움직임 추정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움직임 추정

을 통해 예측한 화면과 원 화면 간의 MSE를 구하여 

추정 오차를 구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신축 움직임 

(a) (b)

Fig. 8. Depth pictures for box object: (a) Current picture 

and (b) Reference picture.

(a) (b)

Fig. 9. Depth pictures for cylinder object: (a) Current 

picture and (b) Reference picture.

(a) (b)

Fig. 10. Depth pictures for person object: (a) Current 

picture and (b) Reference picture.



171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11호(2017. 11)

추정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기존 움직임 추정 방

법에 비해 추정 오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보였

다. 이 때 색상 영상에서는 화소의 범위인 0～255로 

제한된 반면, 깊이 영상에서의 화소의 단위는 거리를 

나타내는 mm 단위로써 본 실험 환경에서는 화소의 

범위가 최대 3000mm이기 때문에 깊이 영상을 본 실

험에서 측정된 MSE는 색상 영상에서의 움직임 추정

에서의 MSE보다 크게 나온다.

4.2 공개된 깊이 영상에 대한 신축 움직임 추정 실험 

결과

움직임 추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실험하기 위해 

온라인에 공개된 깊이 영상을 사용하였다[21]. 이 깊

이 영상들은 카메라가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객

체를 촬영한 깊이 영상으로 본 실험의 목적인 신축 

움직임 추정의 성능을 평가하기에 적당한 영상이다.

실험에 사용된 깊이 영상은 Microsoft사의 Kinect 깊

이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320×240의 해상도로 촬

영되었다. 각 깊이 영상들은 1초에 20프레임씩 촬영

되었다.

신축 움직임이 포함된 깊이 영상에 대해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신축 움직임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때 블록 크기는 16×16을 적용하였고,

탐색 영역은 15×15를 적용하였다. 또한 식 (3)에서의 

는 0.9를 적용하였다.

깊이 영상에 대해 움직임 추정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Fig. 12의 깊이 영상들의 각 프레임 화면에 기존 

움직임 추정 방법과 제안된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MSE를 구하였다. 이 때 참조 화면으로는 

현재 화면의 바로 직전 프레임의 화면을 사용하였다.

Table 2는 깊이 영상들의 MSE의 평균을 구한 결과

이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움직임 추정을 한 결

과 추정 오차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을 보였다.

각 실험영상에서 영상 초반의 50프레임에 대해 움

직임 추정에서 신축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았

을 경우의 추정 오차를 Fig. 13과 같이 측정하였다.

이 때 움직임 추정에서 신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영상에서 신축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정 오차가 

급격히 높아졌지만, 신축을 적용하여 움직임 추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축 움직임이 발생하더라도 추정 

오차가 높아지지 않았다.

또한 탐색 영역의 크기를 달리하여 Fig. 14와 같이 

추정 오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탐색 영역의 크기

가 10 또는 15가 될 때 까지는 탐색 영역의 크기가 

(a) (b)

Fig. 11. Motion vector: (a) Conventional method and (b) 

Proposed method.

Table 1. Error between current picture and predicted 

picture by motion estimation

Motion estimation
method

Source

box cylinder person

Conventional method 2278.72 2670.00 3027.60

Proposed method 19.56 26.82 25.27

Table 2. Estimation error in depth videos

Motion estimation
method

Source

desk kitchen meeting room table round table

Conventional method 710.67 1008.72 1423.89 637.27 863.99

Proposed method 88.67 46.82 98.79 58.17 108.73



(a) (b)

(c) (d)

(e)

Fig. 12. Data set of depth video for simulation of zoom motion estimation for depth video coding: (a) desk, (b) kitchen, 

(c) meeting room, (d) table, and (e) round table.

(a) (b)

(c) (d)

(e)

Fig. 13. Estimation error by frame order: (a) desk, (b) kitchen, (c) meeting room, (d) table, and (e) roun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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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움직임 추정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그 이상의 탐색 영역 크기에 대해서는 움직임 추정 

성능 개선의 정도가 줄어들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에서 움직임 추정을 수행

할 때 발생하는 신축 움직임을 추정하기 위해 탐색 

블록과 현재 블록의 각각의 깊이의 평균을 구하고 

블록 내 각 화소마다 블록 평균을 빼어 움직임 추정

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움직임 추정을 수행한 결과로 제안된 신축 움직임 

추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움직임 

추정 오차의 객관적인 평가척도인 MSE가 크게 줄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안 방법은 깊이 영상 내에

서 신축 움직임이 발생하였을 때에 움직임 벡터가 

신축 방향과 거의 일치하게 찾아졌다. 또한 탐색 영

역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움직임 추정 성능이 좋아지

지만, 탐색 영역의 크기가 최대 특정치를 초과할 경

우에는 움직임 추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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