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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상  DMB에서의 DIBR(깊이 상 기반 더링) 기반의 3차원 서비스를 한 깊이 

상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지상  DMB 환경에서의 3차원 서비스는 HD  화질의 3차원TV와 달리 

작은 화면을 통해 3차원 상이 출력되고, 3차원 상의 송량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DIBR을 이용

한 3차원 서비스 모델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DIBR을 이용하여 3차원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획득

된 깊이 상을 그 로 사용하게 되면 비 폐색 역으로 인한 홀이 발생하게 되고, 깊이 상의 연속

성으로 인해 객체 내에 홀이 발생되는 문제 을 가지게 된다. 이에 깊이 상이 가지는 값을 화소의 

이동거리와 특성에 따라 같은 값으로 조 하여 객체 내에 발생되는 홀의 수를 감소시키고, 경사도 방

향 기반 평활화 필터를 이용하여 깊이 상의 비연속성을 여 홀을 분산시킴으로서 더링된 3차원 

상의 입체감을 유지하면서 화질을 향상시켰다.

1. 서론

   지상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환경은 

작은 디스 이와 소수의 시청자로 구성되어 무안경식 3

차원 서비스에 합한 모델로 제시되어 왔다. 무안경식 3

차원 서비스를 해서는 좌/우 시 의 상을 합성하여 

양안식 입체 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상  DMB

환경에서는 송량의 제약이 따르므로 좌/우 시 의 상

을 모두 송하는 방법보다는 기  시 의 상과 기  

시 의 상에 응되는 깊이 정보(깊이 상)를 이용하여 

가상의 좌/우 시 의 상을 만들어 내는 

DIBR(Depth-Image-Based Rendering)[1] 기반의 3차원 

서비스가 합하다. 한 DIBR 기반의 3차원 서비스의 경

우 단말단에서 사용자가 입체감을 직  조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DIBR은 좌/우 시  상을 

생성하면서 비폐색(disocculsion) 역으로 인한 홀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비폐색 역으로 인해 발생 되는 홀을 

이면서 3차원 상의 입체감을 유지하기 해 깊이 

상의 처리를 수행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상

의 화질을 향상시키고, 입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깊이 

상의 처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개발된 처리 방법에 하여 설명

하고, 3장에서는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된 처리 방법

   제안된 처리 방법은 양자화 필터  경사도 방향 기

반 평활화 필터의 과정을 거치며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과정은 깊이 상의 밝기 값을 히스토그램 분포에 따라 

화소의 최  이동거리만큼 구분하여 양자화 시킨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양자화 된 깊이 상의 경계에서 불연속성

을 완화시켜 홀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기 해 경사도 

방향 기반 평활화 필터[2]를 사용한다. 

(그림 1) 제안된 처리 방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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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양자화 필터

    DIBR에서 깊이 상은 8bit크기의 회색음 으로 표

된다. DIBR에서는 깊이 상의 밝기 값을 실제 카메라에

서 각 화소가 나타내는 곳까지의 거리로 변환하여 각 화

소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며, 깊이 상의 변환은 식 (1)을 

이용한다[2].

 















 ∈      (1)

 변환된 깊이 값을 이용하여 더링을 수행하면 그림 2와 

같이 깊이 값에 따른 이동거리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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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변환된 깊이 값에 따른 화소의 이동거리

 그림 2와 같이 화소의 이동 거리는 각 Z(v)에 따라 연속

인 값을 가지지만 실제 이동되는 화소 수는 정수의 값

을 가진다. 따라서 상의 객체 내에서 깊이 값이 변하게 

되면 객체 내에 홀이 생기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에 따

라 비슷한 값을 가지는 화소들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양

자화시켜 객체 내에 발생되는 홀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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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nterview' 상의 깊이 상(a)과 히스토그램(b)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깊이 상의 객체가 나타나는 

부분의 히스토그램 분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수의 분포를 가지는 밝기 값을 찾아낸다. 그리

고 최  분포를 가지는 밝기 값의 ±30에 해당하는 밝기 

값을 제외한 히스토그램에서 최  값을 가지는 밝기 값을 

찾아낸다.  과정을 좌/우 시 의 최  이동거리 만큼 반

복하여 수행한다.  과정의 결과 값을 이용하여 깊이 

상의 밝기 값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밝

기 값을 각 구간의 간 값으로 변환한다. 이 때 밝기 값 

0에 해서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일반 으로 깊

이 상의 배경이 0의 값을 가지므로 0의 값을 가지는 화

소에 해서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배경에 해당하

는 부분의 화소는 같은 크기의 이동거리를 갖게 된다. 그

림 4는  과정의 블럭도를 보여 다.

(그림 4) 양자화 필터의 블록도

그림 5는  과정을 거친 결과 상을 보여 다. 그림 5

의 결과 상은 320x240의 크기를 가지는 깊이 상을 이

용한 것으로 각 화소의 최  이동거리가 5화소 이하로 제

한되기 때문에 깊이 상의 밝기 값은 총 6개의 값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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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5) 양자화 필터를 거친 결과 상(a)과 히스토그램(b)

 2.2 경사도 방향 기반 평활화 필터

  양자화 필터를 거친 깊이 상을 이용하여 깊이 상 

기반 더링을 수행할 경우 객체의 경계 부분에서 홀이 

크게 발생하며, 객체내의 밝기 값을 하나의 값으로 변환하

지 못하여 나타나게 되는 깊이 상의 경계에 의해 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경사도 방향 기반 평활화 필터를 이

용하여 객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홀과 객체 내에서 발생

되는 홀을 감소시키고자 하 다.

 경사도 방향 기반 평활화 필터는 DIBR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더링시에 가로 방향에서의 시  변화만을 고

려하면 되기 때문에 홀 역시 가로 방향의 깊이 불연속 지

에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불연속성의 방향이 가로 방향

에 가까울수록 일반 으로 홀의 비가 더 넓어지게 된다. 

즉, 화소 2개 이상의 비를 가진 홀 역이 발생하는 높

은 불연속성을 지닌 역에서 불연속성을 방향에 따라 다

르게 평활화를 수행한다면 가우시안 필터와 같이 더링

된 상에서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홀의 개수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깊이 상의 경사도 방향으로 

불연속성의 방향을 측정하고 응 평활화 필터의 계수를 

결정하 다. 

 식(2)에 의해 경사도 방향이 계산되며, 경사도 방향이 계

산되면 식 (3)에 의해 필터계수가 결정된다.

  


                                 (2)

 

  ∇  ∇    

     (3)

  식 (3)에서 보면, 필터 계수는 두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의 필터는 깊이 상에서 수평방향의 불연속성에 하

여 평활화한다. 즉, 경사도 방향이 가로 방향에 가까울수

록 필터 계수 는 높아지게 된다. 한 경사도 크기

∇ 가 50보다 큰 경우, 달 함수에 의하여 경사도 

크기가 클수록 필터의 계수는 높은 값을 가진다. 이는 앞

의 양자화 필터를 용한 후에 깊이 상의 불연속으로 

인해 큰 홀이 생성되는 역에 해서만 경사도 방향 기

반 평활화를 용해 홀 역을 감소시키기 한 것이다. 

경사도 방향 기반 평활화 필터의 반복 횟수는 20회로 설

정하여 용한다. 그림 (6)은 양자화 필터를 용한 후 경

사도 방향 기반 평활화 필터를 용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6) 경사도 방향 기반 평활화 필터를 용한 결과 

상

3.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된 깊이 상 처리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앞서 개발된 가우시안 평활화[1]와 비 칭 

평활화[3]를 이용하여 처리된 상에 의한 더링 결과

와 원본 깊이 상에 의한 더링 결과 상을 상호 비교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상은 ATTEST(Advanced 

Three-Dimensional Television System Technologies)[1]

에서 제공되는 ‘interview' 상을 사용하 으며, ×크

기의 상을 ×크기로 다운샘 링 하여 사용하 다. 

그림 7의 (a)는 가우시안 평활화가 용된 깊이 상을 보

여주며, 그림 7의 (b)는 비 칭 평활화가 용된 깊이 

상을 보여 다. 

 

(a)                         (b)

(그림 7) (a)가우시안 평활화가 용된 깊이 상

 (b)비 칭 평활화가 용된 깊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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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은 각각의 처리가 용된 깊이 상을 이용하여 

더링된 가상 시  상  좌 시 의 상에서 나타난 

홀을 보여 다.

 

(a)                         (b)

 

(c)                        (d)

(그림 8) 깊이 상 처리 방법에 따라 좌 시  상에서 

생성되는 홀 비교 (a)원본 (b)가우시안 평활화 (c)비 칭 

평활화 (d)제안된  방법

  그림 8의 각 상에 나타나는 흰색 부분은 홀을 나타낸

다. 원본 깊이 상을 사용한 경우 객체의 좌측 경계부분

에 비 폐색 역으로 인한 홀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가우시안 평활화와 비 칭 평활화를 용하여 

처리된 깊이 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홀이 객체의 경계

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객체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홀은 입체감을 감소시키고, 객체 내에서 

입체감이 달라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마지막으로 제

안된 방법이 용된 처리된 깊이 상을 사용한 경우에

는 객체의 경계부분에서 홀이 발생하며, 원본 깊이 상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했던 객체 내에서 발생하는 홀이 

히 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c)          (d)

(그림 9) 깊이 상 처리 방법에 따른 좌 시  상 

비교 (a)원본 (b)가우시안 평활화 (c)비 칭 평활화 

(d)제안된  방법

그림 9의 상은 각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된 깊이 

상을 이용하여 생성된 좌 시  상에서 왜곡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상에서 홀이 나타나

는 부분은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채워 주었다[4]. 그림 9

에서 볼 수 있듯이 원본 깊이 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

직 경계 부분에서 평활화 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가우시안 평활화를 용한 경우에는 깊이 상의 왜곡

으로 인해 수직 경계 부분이 휘어지는 상을 볼 수 있으

며, 비 칭 평활화의 경우에는 경계 부분에서 평활화 상

과 각선 경계 부분이 휘어지는 왜곡 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으로 처리된 깊이 상을 사용한 경

우에는 다른 처리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경계 

부분의 휘어지는 상과 평활화 상을 막고, 객체의 외곽

선을 보존 시켜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객체의 외곽선과 일치된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상  DMB환경에서 DIBR 기반의 3차

원 서비스를 한 깊이 상 처리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DIBR의 특성에 따라 양자화 필터와 경사

도 방향 기반 평활화 필터를 이용한다. 양자화 필터는 

DIBR에서 화소의 이동 거리에 따라 깊이 상을 양자화 

시키고, 경사도 방향 기반 평활화 필터는 더링시 이동되

는 화소는 좌, 우 방향으로만 나타난다는 특성에 따라 수

직 방향의 경계가 나타나는 곳에서 강하게 평활화를 시켜 

홀을 감소시켰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처리 방법은 더링된 상의 왜곡을 여주고, 사용자가 

느끼는 입체감을 객체의 외곽선과 일치 시키며, 객체 내에 

나타는 홀을 여 객체 내에서 발생하는 입체감의 오류를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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