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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유시점 또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서비스는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차세대 방송 시스템으로, 여러 시점
의 영상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시점 영상을 고속 생성하기 위해 알고리즘 병렬 구조를 최적화하고,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CUDA)를 이용한 General Propose Graphic Processing Unit(GPGPU) 기반의 
중간시점 영상 고속 생성을 위한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좌/우 깊이영상을 병렬화시킨 스테레오 정
합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위정보를 얻은 후, 깊이 당 변위증분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계산된 변위증분을 사용하여 
해당 각 화소들의 깊이 값을 이용하여 좌/우 영상들을 원하는 위치의 중간시점으로 영상을 이동시킨다. 그 다음, 비폐
색영역들을 서로 상호 보완하여 없앤 다음에 남은 홀들은 홀 필링으로 없애 최종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한다.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여 여러 실험 영상에 적용한 결과, 생성된 중간시점 깊이영상의 화질은 평균 PSNR 30.47dB이었으며, 
Full HD급 중간시점 영상을 초당 38 프레임 정도 생성하는 속도를 보였다.

ABSTRACT

Free-view, auto-stereoscopic video service is a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system which offers a 
three-dimensional video, images of the various point are needed.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hat parallelizes the 
algorithm for arbitrary intermediate view-point image fast generation and make it faster using General Propose 
Graphic Processing Unit(GPGPU) with help of the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CUDA). It uses a 
parallelized stereo-matching method between the leftmost and the rightmost depth images to obtain disparity 
information and It use data calculated disparity increment per depth value. The disparity increment is used to find the 
location in the intermediate view-point image for each depth in the given images. Then, It is eliminate to disocclusions 
complement each other and remaining holes are filled image using hole-filling method and to get the final intermediate 
view-point image. The proposed method was implemented and applied to several test sequenc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quality of the generated intermediate view-point image corresponds to 30.47dB of PSNR in average and it 
takes about 38 frames per second to generate a Full HD intermediate view-point image. 

키워드 : 3차원 디스플레이, 중간시점 영상 생성, 범용그래픽 처리 장치, 쿠다

Key word : 3D display, intermediate view image generation, GPGPU, C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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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부터 영화 ‘아바타’에 의해 본격화된 스테레오 

3차원(3-dimensional, 3D) 영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 3D 관련 기관들이 그간 준비를 해놓은 각종 장비, 
장치들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3D 영상/비디오

는 대부분 좌우의 두 시점에 해당하는 영상들을 좌, 우안

에 각각 주입시키는 스테레오스코피(stereoscopy) 방식

이며, 이 방식으로 능동식(셔터 글라스 방식) 또는 수동

식(편광방식)의 안경식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방식에 대해 시청자들이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두 시점의 영상을 양안에 강제적으로 주

입하면서 생겨난 현기증과 같은 불편감이 발생하면서

[1], 이에 최근 시청자의 안전한 시청을 위해서 국제 표

준화기구[2] 및 일본[3]에서 시청안정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단순한 

안경식 3D를 벗어나 이제는 시점에 제약이 없는 3D 영
상에 대한 욕구로 발전되고 있다. 시점에 제약이 없는 

방식으로는 자유시점(free view-point)[4]과 오토스테레

오스코프(auto-stereoscope)[5]가 이 방식에 포함된다. 
자유시점은 주로 2D영상으로, 시청자가 보기를 희망하

는 또는 시청자의 위치에 따라 시점의 영상을 볼 수 있

도록 하는 기술이다. 오토스테레오스코프는 앞서 설명

한 자유시점을 스테레오 영상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

으로, 시청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스테레오 3D영상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것은 또한 다시점(multi-view) 또
는 극초다시점(ultra multi-view) 스테레오스코프의 시

점을 거의 무한대로 늘린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좌/우안에 강제로 시차를 갖는 영상을 주입하지 않고 

공간상에 3D영상을 맺혀, 일반 사물을 보듯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공간상에 3D 입체영상 볼 수 있는 홀로

그래피 기술은 디지털 영상분야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

겨지고 있다[6][7].
하지만, 앞서 언급한 모든 기술들의 문제점은 여러 시

점들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시점을 포함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이다. 따
라서 최근에는 여러 시점의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송신

측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신측에서 그 정보를 

받아 필요한 시점들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원하

는 가상시점을 생성하는데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기술은 텍

스쳐 영상에 상응하는 깊이 영상을 이용하여 텍스쳐 영

상을 원하는 가상시점으로 생성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

로 생성된 필요한 시점의 화질은 깊이정보에 크게 좌우

되는데, 예전에는 깊이정보를 스테레오 정합(stereo 
matching)으로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 

깊이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 있는 깊이카메라[8][9]가 대

중화되면서 자유시점 및 다시점[10], 오토스테레오스코

프의 가상시점 생성뿐만 아니라 깊이정보를 포함한 정

보들을 송신하기 위한 코딩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고 있다[11].
이러한 깊이정보를 사용하여 원하는 시점의 3D영상

을 생성하는 DIBR은 시점차이에 의한 왜곡이 발생하

거나 시점이 이동하면서 비폐색영역(disocclusion)과 같

은 생성한 시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본래 영상보다 

화질이 떨어진 영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처리 또는 후처리로 좀 더 본

래 영상에 가까운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12][13]. 그러나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생성 

속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서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생성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임의의 가상시점 영상을 

좀 더 빠르게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고 최근에

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한 고속 생성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14][15].   
본 논문에서는 GPU 방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Full HD 해상도의 임의의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주어진 좌/우 깊이영상으로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을 병렬화로 최적화하여 깊이의 변화에 

대한 변위(dispairty)의 변화값을 구하고, 구한 깊이당 

변위증분을 이용하여 좌/우 영상 상이의 임의의 시점에 

해당하는 영상을 고속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중간 시점 생성 방법

요즘 텍스쳐 영상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깊이 정

보가 생겨나면서 가상 시점을 생성하는데 쉽게 깊이 정

보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DIBR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임의의 중간 시점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서 원본 시점의 영상을 DIBR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표 

시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3D 워핑 기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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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본 시점 영상을 가상 시점 영상으로 옮길 수 있

다[16]. 3D 워핑 기술은 촬영한 카메라 파라미터와 깊

이정보를 이용하여 원본의 시점의 각 화소가 생성하고

자 하는 가상의 시점영상의 어느 곳에 나타나는지를 정

의하여 가상 시점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림 1는 3D 워
핑 기술을 이용하여 원본 시점의 영상을 원하는 가상 

시점의 영상으로 생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a)

(b)

(c)

그림 1. 중간시점 깊이 및 텍스쳐 영상의 예 (a) 원본 (b) 가상 

시점 (c) 3D 워핑

Fig. 1 Example of the intermediated depth and texture 
image (a) original (b) virtual (c) 3D warping

그림 1(a) 시점의 텍스쳐 영상을 깊이 정보를 이용하

여 (b) 시점의 텍스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3D 워핑 

기술을 사용한 결과가 그림 1(c)인 것이다. 3D 워핑을 

한 결과 보는 것처럼 생성한 영상에 하얀 부분들이 존

재하는데 원본 시점의 영상의 정보만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가상 시점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정보가 부족하여 

생겨난 것인데 이것은 비폐색영역이라고 부른다. 즉, 
원본 시점의 영상에서 객체에 의해 가려져 있던 부분이 

가상 시점으로 이동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나면서 생기

는 것이다. 이것은 DIBR 기술의 한계점으로, 이 부분을 

보다 가상 시점 원본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이 부분

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해결해야 부분이다.
이러한 비폐색영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

법이 또 다른 시점의 원본 영상을 똑같이 생성하고자 

하는 가상 시점의 영상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 보충하여 

비폐색영역을 최소한으로 없애는 블렌딩 방법이 있다. 
즉, 각각의 다른 시점의 텍스쳐 영상과 그에 상응하는 

깊이 영상이 두 쌍씩 존재하며, 그것들을 각 시점의 중

간 시점으로 3D 워핑을 한 후, 생겨난 비폐색영역을 서

로 상호 보안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블렌딩 방법의 예

를 보이고 있다.

(a)

(b)

(c)

그림 2. 블렌딩 방법 예: (a) 왼쪽 시점에서 중간 시점, (b) 오
른쪽 시점에서 중간 시점, (c) 블렌딩 영상

Fig. 2 Example of blending method: (a) intermediate view 
from left view, (b) intermediate view from right view, (c) 
blending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왼/오른 시점의 영상들을 

각각 중간 시점으로 생성할 때 원본영상에 정보가 부족

하여 비폐색영역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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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폐색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다른 시점에서 찾

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예를 들어 왼

쪽 시점의 원본 영상을 중간 시점으로 3D 워핑을 한 경

우, 비폐색영역들이 객체의 오른쪽에 생기게 되고, 반
대로 오른쪽 시점의 원본 영상을 중간 시점으로 3D 워
핑을 하면 비폐색영역들이 반대로 객체의 왼쪽에 생기

게 되는데, 이러한 비폐색영역들은 반대 시점에서 중간 

시점으로 이동한 영상에서는 존재하는 정보들이라서 

비폐색영역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서로 정보가 

부족한 비폐색영역들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해결한 

것이 그림 2(c)인 것이다. 
그러나 블렌딩을 한 후에도 아직도 채우지 못한 비폐

색영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양쪽 시점인 왼/오른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지만 중간 시점에서는 

존재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나머지 비폐색영역들은 홀필링 방법으로 채우게 된다. 
기존에 존재하는 홀필링 방법중 하나는 Criminisi[17]가 

제안한 방법이 있는데, 홀 주변에 등과도선을 봐서 그 

부분들을 우선권을 주면서 반복적으로 그 부분들을 복

사를 하면서 홀들을 채우는 방법이다. 그런데 남겨진 홀

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비폐색영역들이 남겨진 부

분으로 비폐색영역은 시점이동으로 객체에 의해 가려

져 있던 배경에 속하는 영상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남겨진 홀들은 객체에 속하는 영상보다는 배경에 속하

는 영상들로 채우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I. 
Daribo[18]는 앞서 말한 Criminisi가 제안한 방법을 좀 

더 가상 시점 생성에 특화시켜 남겨진 홀들을 좀 더 배

경에 속하는 영상들을 우선으로 채우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S. Zinger[12]는 채울 홀의 주변 

8방향에 있는 화소들을 찾은 후, 그 중에 배경에 속하는 

화소들만을 가져와서 이중에서 홀까지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서 홀들을 채우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이
렇듯 가상 시점 생성에 생기는 비폐색영역들을 효과적

인 방법으로 채우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Ⅲ. 변이값 증분을 이용한 고속 중간시점 영상 

생성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GPGPU기반의 

중간시점 영상 고속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안

하는 방법의 전체 흐름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제안한 중간시점 영상 고속 생성 방법의 전체 흐름도

Fig. 3 Overall flow diagram of the proposed intermediate 
view-point image fast generation method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방법은 크게 전처

리(pre-processing) 과정, 가상 시점 영상 생성(virtual 
view image generation)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좌/우의 

텍스쳐 영상과 그에 상응하는 깊이영상이 주어지고, 이 

두 쌍의 영상들은 보정과정을 거쳤다고 가정한다.

3.1. 전처리 과정

앞서 말한 것처럼 3D 워핑을 하기 위해서는 깊이 정

보뿐만 아니라 그것을 촬영한 카메라의 파라미터가 있

어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파라미

터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기본 방

법으로 주어진 좌/우 깊이영상의 깊이정보의 변화 당 

변위정보의 변화 값을 구하여 가상시점 생성에 사용하

게 된다. 깊이정보의 변화 당 변위정보의 변화 값을 구

하기 위해서 먼저, 변위정보를 얻을 깊이정보를 정해야 

한다. 입력된 두 영상 중 하나의 영상에서 빈도수가 높

은 깊이 값 두 개를 정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깊이 영

상의 깊이 값의 빈도 수의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그중

에 상위 10%와 하위 10% 범위 내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  )를 각각 선택한다. 

그 다음, 이 두 깊이 값에 해당하는 모든 화소들에 대

한 두 깊이 영상간의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하여, 획득

한 변위 값들 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은 변위 값 

와 를 각각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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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속 스테레오 정합을 위한 GPU를 이용한 병렬화

Fig. 4 Parallelism using GPU for fast stereo matching

이 때 연산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전역적 방법이 아닌 

3×3의 고정된 정합창을 사용하는 국부적(local)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도 변위증분을 구하는 전처리 과정에

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고속 변위 획득을 위하여 병

렬화 처리를 위하여 GPU를 실행하여 좀 더 빠르게 변

위들을 획득한다. 그림 4에서 GPU를 이용한 스테레오 

정합 병렬처리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병렬화를 위하여 GPU를 구

성하고 있는 다수의 스트림 코어들을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 처리들을 각각의 스트림 코어에 할당을 한 후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수행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데이터 저장 및 

접근 속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장할 수 있

는 데이터 량은 크면서 읽기/쓰기가 가능한 데이터를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서로 주고받기가 가능하며, 모든 

쓰레드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지만 병렬처리에 따른 동

시 접근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접근 속도가 느

린 전역 메모리(global memory) 접근을 제한적으로 하

고 각 온 칩 프로세서 안에 존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데

이터 량은 적지만 접근 속도가 빠른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를 사용하여 좀 더 고속 처리를 이끌게 하였다. 
공유 메모리는 같은 그룹에 속한 쓰레드들끼리 공유가 

가능한 메모리로 먼저 전역 메모리에서 공유 메모리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미리 옮겨 놓은 후, 
쓰레드들이 접근 시간이 긴 전역 메모리에 접근하지 않

고 접근 횟수를 공유 메모리에 높여 반복적으로 사용하

는 데이터를 복사해 놓은 공유 메모리 안에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렬 처리가 가능

하도록 한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파라

미터, 본 방법에서는 찾고자 하는 깊이의 변위 정보를 

공유 메모리에 복사해 놓고 사용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획득한 변위 값과 해당 

깊이 값으로 깊이증분 당 변위증분을 식 (1)과 같이 계

산한다. 

  

  

  
                (1)

제안한 방법은 변위증분을 찾기 위한 전처리 과정은 

장면이 시작할 때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 한 번만 수행

하고, 그 장면의 나머지 프레임에는 동일한 변위증분 

값을 사용한다.

3.2. 가상 시점의 영상 생성

이렇게 변위증분 값이 구해지면 이 값을 이용하여 좌 

영상 또는 우 영상으로부터 좌/우 영상 사이의 임의의 

중간시점에 해당하는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5. 중간시점

Fig. 5 Intermediate view point

구한 변위증분 값으로 좌/우 시점 영상에서 중간시점 

영상으로 시점을 이동하는 방법은 Koo[19]가 제안한 방

법을 사용하였다. 좌 영상과 우 영상, 생성하고자 하는 

중간시점 영상이 각각 그림 5와 같은 위치라고 가정한

다면, 좌 영상으로 부터 중간시점(첨자 IV) 영상을 생성

할 경우 좌 깊이영상의 번째 화소의 깊이 값이 일 

때 이 화소에 대한 중간시점 화소의 변위 값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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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소에 해당하는 중간시

점의 -좌표    은 좌영상 화소의 -좌표가 

 일 때,

                           (3)

가 된다. 
즉 좌영상의 (      )에 해당하는 화

소는 중간시점 영상에서 (        )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모든 좌영상의 화소에 

대응하는 중간시점 화소의 위치와 깊이 값을 계산하여 

좌 영상으로 부터의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 영상으로부터도 같은 중간시점 영상을 생

성할 수 있는데, 이 때 우영상의 (  ) 화

소의 깊이 값이 일 때 이로부터 생성되는 중간

시점 화소의 변위 값   과 중간시점 영상에서

의 -좌표는 각각,

    
′′
              (4)

                  (5)

가 된다. 
따라서 우영상의 화소 (    )에 

대응되는 중간시점 영상의 좌표 값과 깊이 값은 

(      )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

로 좌/우 영상의 각 화소들을 원하는 중간 시점의 위치

로 이동 시킬 수 있다.
이 때, 그림 6처럼 영상의 모든 화소들의 병렬화 연산 

처리에 의한 시점 이동을 위하여 영상의 각 화소들을 

GPU안에 쓰레드에 각각 할당하여 동시에 연산 처리하

도록 한다. 이 때, 효율적인 GPU의 병렬 동작을 위하여 

적절할 자원 할당을 하여 동작하도록 해야 한다. 즉, 효
과적인 병렬 동작을 위하여 블록 당 적정 쓰레드 수를 

정해야 한다. 먼저 생성하고자 하는 임의의 중간시점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 적정 블록 당 쓰레드를 정한다. 

그래야 블록 안의 각 쓰레드들이 영상의 화소를 하나씩 

맡아서 효율적인 병렬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블록 당 할당 할 수 있는 쓰레드의 수가 최대 

512개라고 하면, 임의의 시점으로 영상을 이동할 때, 쓰
레드를 모두 사용한다면 한 블록으로 512개의 화소들

을 시점 이동이 가능하다. 

그림 6. 병렬화를 위한 쓰레드 분할

Fig. 6 Image divided in threads for parallelism

즉, 생성하고자 하는 중간시점 영상의 해상도에 맞게 

블록 당 쓰레드 수와 적정 그리드를 생성하다면 효과적

인 병렬 처리에 의한 화소 시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1024X768의 해상도를 갖는 영상을 생

성하고자 한다면, 블록을 (32,16)으로 구성한다면 한 블

록 당 쓰레드의 개수가 512개가 되어 효율적으로 최대 

쓰레드 수를 사용하게 되고, 블록 당 쓰레드 개수에 맞

추어 그리드를 (32,48)로 구성하면 모든 블록 안의 쓰레

드들이 영상의 모든 화소 각 하나씩을 맡아 연산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중간 시

점으로 모든 화소들을 병렬적으로 시점 이동할 수 있다. 
이 때, 전처리 과정처럼 메모리 접근 속도를 높여서 추

가적인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온 칩 프로세서에 

존재하여 캐시처럼 사용가능한 공유 메모리의 사용가

능한 크기를 고려하며 사용하여 좀 더 고속 처리를 이

끌었다. 
이 때 중간시점 영상의 특정 화소에 좌 또는 우영상

에서 오는 두 개 이상의 화소들이 오는 경우가 발생한

다. 즉, 중간시점 영상의 특정 화소에 두 개 이상 중복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중복된 

화소 중에서 촬영한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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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깊이 값을 갖는 화소 값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

한 과정을 하는 것을 깊이 버퍼링 과정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연산을 피하기 위해 

룩업 테이블을 사용한다. 현재 위치에 있는 깊이 값이 

이동하여서 온 깊이 값보다 크다면, 그 화소는 가까운 

깊이 값에 해당하는 화소로 채우고 깊이 버퍼는 그것으

로 다시 개선한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 7에서 예를 보이

고 있다.

그림 7. 지버퍼링

Fig. 7 Z-buffering

이제는 좌/우 영상을 각각 중간 시점으로 이동시키는

데 앞서 말한 것처럼 보통 블렌딩 과정을 통해 두 시점

에서 각각 생성한 중간 시점 영상들로 비폐색영역들을 

서로 상호 보완하여 채우고 만약에 같은 위치에 두 개

의 값이 중복되게 된다면 이 경우 카메라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서 평균으로 채우게 된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이러한 가중치에 따른 평균을 넣는 과정을 하지 

않고 비폐색영역은 다른 시점에서 존재하는 정보들로 

채우는 과정만을 걸친다.
이 과정의 다음 단계는 두 시점에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서 남겨진 비폐색영역들을 홀로 정의하고 그것들

의 화소 값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위

의 과정에서 홀로 정의된 대부분의 화소는 시점이 변화

하면서 객체의 가려져 있던 배경에 속하는 화소들이다. 
기존에 텍스쳐 영상의 중간시점 생성 연구에서 홀들을 

채우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

서는 가장 간단하면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

다. 남겨진 홀에 대하여 그 홀의 수평방향으로 좌측방향

과 우측방향을 각각 검색하여 각 방향에서 값이 존재하

는 가장 가까운 즉, 홀이 아닌 화소 값을 찾는다. 그 다음, 
홀들은 배경에 속하는 화소 값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 방향에서 찾은 화소 값들 중에서 깊이 

값이 큰 값(원거리)을 선택하여 채우고자 하는 홀의 값

으로 결정한다. 그림 8에서 홀필링 예를 보이고 있다. 홀
을 채우기 위해서 좌/우 각각 수평방향으로 화소 값이 

존재하는 화소를 찾은 후, 깊이 영상을 통하여 찾은 화

소들의 깊이 값이 비교 한다. 그림 8(a)처럼 Z와 Z’의 깊

이 값을 비교 한 후, 만약에 Z보다 Z’이 더 원거리에 속

하는 깊이 값이라면 그 깊이 값에 속하는 텍스쳐 영상의 

화소들로 홀들을 수평방향으로 채우게 된다. 

(a) (b)

그림 8. 홀필링 예: (a) 깊이 영상 홀필링, (b) 텍스쳐 영상 홀필링

Fig. 8 Example of hole filling: (a) hole-filling depth image, 
(b) hole-filling texture image

Ⅳ. 구현 및 실험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제안한 중간시점 영상 

고속 생성방법을 구현하고 이를 여러 실험영상에 적용

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4.1. 실험환경과 실험영상

3장에서 제안한 방법을 Microsoft Window7 환경에

서 Microsoft Visual Studio 2008을 사용하여 구현하였

다. 이 때 Intel Core i7-3770 3.4 GHz CPU와 16GB 
RAM을 가지고 있는 PC를 사용하였고, GPU는 코어 개

수가 1536개이며, 메모리 용량이 2GB인 GTX-680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실험영상은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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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중간 시점 생성 예 (mobile, lovebird1, cafe, 및 Poznon street) (a) 원본 영상 (b) 결과 영상

Fig. 9 Examples of the intermediate view generation (mobile, lovebird1, cafe, and Poznon street) (a) original and 
(b) result images

네 가지이며 모두 MPEG에서 사용하는 것이다[20]. 그
리고 모든 시퀀스는 동일한 프레임 수를 갖도록 200 프
레임 씩 잘라서 사용하였다. 이들 시퀀스들은 획득한 

깊이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후처리를 수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일시간의 좌영상과 우영

상, 그리고 중간시점 영상의 배경이나 물체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

Sequence name Resolution Made by

Mobile 720×540 Philips

Lovebird1 1,024×768 ETRI

Cafe 1,920×1,080 GIST

Poznan street 1,920×1,088 Poznan Univ.

                                  
표 1. 실험영상

Table. 1 Test sequence

4.2. 실험결과

그림 9은 표 1의 실험 영상에서 첫 프레임에 속하는 

영상들에 대해 제안한 방법의 실험 결과 영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9(a)는 실험 영상의 중간 시점에 속하는 원본 

영상이고, 그림 9(b)는 제안한 방법으로 생성한 최종 중

간시점 영상이다. 각각 원본 영상과 비교하면 서의 차

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표 1의 네 개의 실험 영상들에 대해여 프

레임별로 생성된 중간시점 영상과 원본 중간시점 영상

과의 화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영상화질에 대한 실험결과.
Fig. 10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image quality.

그림 10의 PSNR 값들의 평균과 중간시점 생성 평균 

수행 시간을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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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equence 

PSNR 
(dB)

Execution time (ms)

Pre-Processing Average

Mobile 33.15 80.5 8.9

Lovebird1 25.92 121.7 14.4

Cafe 30.73 141.6 26.3

Poznan 
street 32.08 159.1 26.9

Average 30.47 125.7 19.13

표 2. 평균 PSNR과 수행 시간

Table. 2 Average PSNR value and execution time

실험 영상의 화질 결과가 실험 영상마다 차이가 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중간시점 생성 영상과 원본 영상

과의 배경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가상 시점 생성 방법의 특성상 깊이 영상에 의한 텍스

쳐 영상의 시점 이동이 정확히 원본 배경 부분과 일치

하지 않으면 그만큼 화질 결과에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은 변위증분의 값을 얻기 위해

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만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나머

지 프레임에서는 획득한 변위증분의 값을 사용하여 중

간 시점을 생성한다. 표 2에 첫 번째 프레임에서 수행하

는 전처리과정의 수행 시간을 나타내며 평균 수행 시간

은 첫 번째 프레임의 수행시간을 포함한 모든 프레임의 

중간 시점 생성 수행 시간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를 보면 Poznan street 영상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

고, Mobile 영상이 가장 작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비슷

한 해상도를 갖는 Cafe와 Poznan street 영상의 평균 생

성 시간이 차이나는 이유는 전처리 과정의 수행 시간 

차이인데, Poznan street 영상의 정해진 깊이 각각의 변

위를 구하는 스테레오 정합의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으로 Full HD 해상

도의 중간시점 영상을 약 1초에 38 프레임씩 생성할 수 

있다.
표 3은 실험 영상을 CPU에서 중간시점을 생성을 했

을 때와 CUDA를 이용하여 GPU에서 연산 했을 때의 

평균 중간시점 생성 소요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표 3에
서 볼 수 있듯이 약 9배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Test 
Sequence 

CPU time 
(ms)

GPU time 
(ms) Ratio

Mobile 69 8.9 1 : 7.8

Lovebird1 121 14.4 1 : 8.4

Cafe 252 26.3 1 : 17.5

Poznan 
street 274 26.9 1 : 10.2

Average 179 19.13 1 : 9.4

표 3. CPU와 GPU의 소요 시간 비교

Table. 3 Execution time (CPU vs GPU)

본 논문이 제안한 중간시점 생성의 성능을 알기 위해

서 표 4에서 이 전에 있는 GPU를 이용한 중간시점 생성 

방법[21]과 비교하였다. 비교한 방법이 사용한 영상의 

해상도가 1024X768이기 때문에 본 논문도 같은 해상도

로 비교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이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약 10배 정도 빨리 중간

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esolution
Execution time (ms)

H. Shin[20] proposed 
method

1024X768 147.945 14.4

표 4. 성능 비교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PU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좌/우 깊이 

영상의 깊이 당 변위의 증분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의 중간시점 영상을 고속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임의의 중간시점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 파라미터

들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파

라미터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좌/우 깊이영

상에 대해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하여 깊이 당 변위증분

을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CUDA를 이용하

여 병렬 처리를 통해 스테레오 정합 연산을 고속화하였

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첫 프레임에서 변위증분을 

계산하면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 변위증분을 사용하

여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위증분



GPGPU 기반의 변위증분 방법을 이용한 중간시점 고속 생성

1917

이 계산되면 이것을 이용하여 좌/우 영상으로부터 원하

는 중간 시점의 영상의 각 좌표를 계산하고, 각 텍스쳐 

영상들을 임의의 중간시점 영상으로 생성 가능하다. 그
리고 시점 변화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생기는 비폐색영

역들은 두 시점으로 생성한 중간시점 영상으로 서로 상

호 보완하여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중간시점으로 화소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화소 중복을 룩업 테이블을 이용한 

Z-Buffering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비폐색영역들은 홀필링을 수행하여 최종의 중간

시점 영상을 생성하게 된다.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여 다양한 실험 영상으로 실험

한 결과 생성된 중간시점 영상의 평균 화질은 평균적으

로 30.47dB의 PSNR 값을 보였으며, 수행속도는 Full 
HD급 영상을 생성 시 26.3ms 즉, 초당 약 38 프레임의 

중간시점 영상을 생성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방법이 Full HD급 영상의 중간시점 영상

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소 생성 

영상의 화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향후 보

다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을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수행

시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생성 영상의 화질이 뛰

어난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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