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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은 참조 상  그와 련된 깊이지도로부터 자유 시 의 상

을 생성하는 상 합성 알고리즘이다. DIBR을 통한 상 합성의 주요 난제  하나는 참조 상에서 가려

져 있던 역이 합성 시 에서 드러나게 되어 발생하는 홀의 처리 문제이다. 이를 해 깊이지도 는 시차

지도의 처리를 통해 홀의 크기 자체를 이기 한 방안  발생된 홀 역을 주  신호를 이용하여 채우

는 홀 채우기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일반 으로 홀의 크기를 이기 한 방안으

로는 깊이지도에 평활화를 용하는 처리 방식들이 주를 이룬다. 깊이지도를 평활화하면 큰 홀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장 을 갖게 되지만, 깊이 정보의 손실과 기하학  왜곡이 발생한다는 단  한 동시에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여 장면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홀 채우기의 성능을 효과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차지도 기반의 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중심어 :∣DIBR∣전처리∣시차지도∣영상 합성∣

Abstract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 is a kind of view synthesis algorithm to generate images 

at free view points from the reference color image and its depth map.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DIBR is the occurrence of holes that correspond to uncovered backgrounds at the synthesized 

view.  In order to cover holes efficiently, two main approaches have been actively investigated. 

One is to develop preprocessing algorithms for depth maps or parallax maps to reduce the size 

of possible holes, and the other is to develop hole filling methods to fill the generated holes using 

adjacent pixels in non-hole areas. Most conventional preprocessing algorithms for reducing the 

size of holes are based on the smoothing process of depth map. Filtering of depth map, however, 

attenuates the resolution of depth map and generates geometric distor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s a novel preprocessing algorithm for parallax map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hole-filling by avoiding the drawbacks of conventional methods

■ keyword :∣DIBR∣Preprocessing∣Parallax Map∣View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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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보다 실감 있는 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자들

의 요구와 입체 상 기술의 발 에 힘입어 3D방송의 

보 이 증가하고 있다. 스테 오 기반의 3DTV[1]는 스

테 오 비디오를 사용하여 셔터 라스 방식, 편  방식 

는 무안경 방식 등으로 좌안에 좌 상을 우안에 우 

상을 노출시켜 사람의 뇌로 하여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 이를 해 비디오 포맷, 압축, 송  수신단에서

의 스테 오 비디오 생성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2][3]. 스테 오 비디오 생성 기술  하

나인 video plus depth 비디오 포맷 방식은 수신단에서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4] 알고리즘을 

용하여 스테 오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DIBR은 참조 상과 그에 련된 깊이지도를 사용하

여 원하는 시 의 상을 합성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 

상에서 가려져 있던 역이 합성 시 에서 드러나면

서 발생되는 역인 홀에 의해 합성 상의 화질이 

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홀을 처리하기 해 

깊이지도에 처리를 수행하여 홀을 이거나 제거하

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반 인 처리 알고리즘

은 깊이지도에 평활화 필터를 용한다. 그러나 평활화 

필터가 용된 깊이지도는 고주  정보가 손실되어 합

성된 상의 3D 인지가 어렵고 기하학  왜곡이 발생

하며 홀에 경과 배경 역의 정보들이 혼합되어 채워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평활화된 깊이지도 

기반의 DIBR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새로운 시차

지도 기반의 DIBR 기법이 제안되었다[5]. 이러한 시차

지도 기반의 DIBR을 이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은 평

활화된 깊이지도 기반의 DIBR에 비해 연산 시간이 낮

고 깊이 정보의 손실과 기하학  왜곡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홀에 경과 배경 역의 정보

들이 혼합되어 채워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차지도 기반의 DIBR 기법이 

갖는 문제 을 개선하여 효과 인 홀 채우기를 수행하

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의 평활화된 깊이지도 기반의 DIBR 방식과 시차

지도 기반의 DIBR 방식에 비해 객  화질과 주  

화질이 향상된 것을 보여 다.

II. 관련 연구 및 문제점

DIBR 기법을 이용한 상 합성 과정에서 용하는 

일반 인 처리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방식

으로 나  수 있다. 1) 경 객체의 보호, 2) 홀 크기 축

소 혹은 제거.

1) 경 객체의 보호 : 처리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목   하나는 경 객체를 보호하는데 있다. 일반

으로 경 객체라는 것은 불연속인 경계에서 큰 깊이 

값을 가진 역을 말한다. 일반 으로  DIBR 기법을 이

용한 상 합성 과정에서 참조 상과 그에 련된 깊

이지도의 경계가 완 히 일치하지 않을 때 합성된 상

에서 심각한 화질 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

한 깊이지도의 경계가 참조 상의 경 역 내에 속

해 있을 때 합성된 상의 경 역이 보호되지 못한

다. 한 깊이지도에 수행되는 평활화 필터는 홀의 크

기를 이는 효과가 있지만 홀 채우기를 수행할 때 홀

의 배경 역뿐만 아니라 경 역까지 혼합되어 채워

져 경 객체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을 해결하기 해 [6][7]에서는 경 객체의 보호를 

한 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일반 으로 깊이지도에서 경 역으로 인지되는 

역을 참조 상의 혼합 역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실제 자연 상의 경계는 카메라 는 부호화 과정의 

필터에 의해 뭉개지게 된다. 혼합 역은 이러한 필터

에 의해 경 역과 배경 역이 섞여 있는 뭉개진 경

계를 말한다.

2) 홀 크기 축소 혹은 제거 : 홀의 크기를 이거나 

제거하기 해 일반 으로 가우시안 필터가 주로 사용

된다. [8]에서는 칭 가우시안 필터로 각각 수평, 수직 

방향으로 칭인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한다. 칭 가우

시안 필터는 홀 크기 축소 혹은 제거의 목 으로 사용

되는 필터들  가장 기본 인 필터로 사용된다. 이 필

터를 용한 깊이지도는 깊이지도의 불연속이 제거되

어 홀의 크기가 어들게 되지만, 합성 상에 수직인 

직선이 보존되지 못하고 휘어지게 되는 기하학  왜곡

이 발생한다. [9]에서는 이 상을 보완하기 해 비

칭 가우시안 필터를 용시키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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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가우시안 필터는 수직 방향으로 더 긴 필터를 

용하여 칭 가우시안 필터에 의해 발생하는 기하학  

왜곡을 감소시키지만 여 히 깊이정보가 손실되는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10]에서는 반  가우시안 깊이

(Reverse-Gaussian Depth) 상을 이용하여 합성 상

을 생성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기존 방식과의 차이는 

깊이지도에서 경과 배경 역으로 이진화하여 서로 

반 한 뒤에 가우시안 필터를 용한다는 이다. 그로 

인해 합성 상에 발생하는 홀의 왜곡 범 가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깊이지도를 경

과 배경 역만으로 이진화하기 어렵다는 에서 한계

를 보인다. 경계 의존  가우시안 필터는 홀이 발생하

는 경계에서만 필터를 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

한 방식을 사용하는 필터들은 경과 배경 내부에서의 

깊이정보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다. 참조 상이 좌측일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깊이 값이 큰 값에서 작은 값으

로 변하는 불연속한 경계에서만 필터링을 수행한다. 그

리고 참조 상이 우측일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깊이 

값이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변하는 불연속한 경계에서

만 홀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상이 발생하는 경

계에서만 필터를 수행한다. [11]에서는 수평 방향의 1차

원 가우시안 필터를 용하고, [12]는 참조 상에서 필

터를 용하려는 화소와 경계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최

소한의 거리에 반비례한 가 치가 용된 가우시안 필

터를 사용한다.

상 체에 용되는 가우시안 필터는 깊이성분의 

고주  정보를 손실시켜 합성된 임의 시  상의 3D 

인식을 어렵게 하고 경계가 보존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

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해 깊이 성분을 보존하는 

양방향 필터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필터는 경계

를 보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홀들의 크기를 효과 으로 

일 수 없다. 이를 해결하고자 [13]에서는 깊이지도의 

화질을 보존하는 것과 홀을 이는 것의 상반 계를 고

려하여 응  양방향 필터를 설계한다. 홀이 발생하는 

역을 탐색하여 이 역에서만 응 으로 가 치를 

용한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고 그 지 않은 역에서

는 일반 인 양방향 필터를 사용한다.

[5][14]에서는 홀의 크기를 이기 해 시차지도 감

쇠(Parallax-Map Descent)를 용한 시차지도 기반의 

DIBR 기법을 사용한다. 시차지도 감쇠는 식(1)을 만족

하는   치에 함수 식(2)을 용하는 방식으로 수행

된다.

             ≥               (1)

           (2)

(a) 참조 영상의 한 행

(b) 관련된 시차지도의 한 행

그림 1. 참조 영상과 그에 관련된 시차지도

(a) 시차지도 감쇠 수행 결과

(b) [그림 2](a)의 시차지도를 이용한 합성 결과

그림 2. 시차지도 감쇠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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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 화소 치, 는 재 화소 치의 시

차 값이다. ∈   이며, 는 와 
의 차이 값이다. [그림 1]은 좌측 시 의 참조 

상과 그에 련된 시차지도이다. 참조 상이 좌측이기 

때문에 시차지도 감쇠는 깊이 값이 큰 값에서 작은 값

으로 변하는 불연속한 경계에 용되며 그 결과는 [그

림 2](a)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b)는 [그림 

1](a) 상에 [그림 2](a)의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합성

된 상이다. 시차지도 감쇠가 수행된 시차지도는 경 

역에 인 한 배경 역을 기 으로 경 역에서 한 

화소씩 멀어질수록 시차 값이 감소하는 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합성된 상은 [그

림2](b)에서 볼 수 있듯이 크기가 1화소인 작은 홀이 발

생하게 되어 홀 채우기가 용이하게 된다. 한 홀이 발

생하는 제한된 역에만 필터를 용하기 때문에 필터

를 용하지 않는 역은 그 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차지도 감쇠 수행 시 두 가지 단 이 발생

한다. 먼 , [그림 2](b)에서 볼 수 있듯이 경 역에 

인 한 좌측의 홀은 경 역과 배경 역에 맞닿아 

있어 홀 채우기를 수행할 때 경 역이 섞여 채워지

게 된다. 한, 시차지도 감쇠에 의해 시차지도가 수정

되면서 합성된 상에서 발생하는 홀의 크기는 었지

만 홀의 사이사이에 배경 역이 삽입되어 홀 역이 

확장된다. 이 확장된 홀 역에 의해 기존의 배경 역

이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에서 설명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차지도 감쇠를 수행하여 합성된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보완하고 홀에 채워지는 

정보를 개선하기 한 방식을 제안한다.

III. 제안 방식

[그림 3]은 제안 방식에 한 순서도이다. 우선 깊이

지도를 시차지도로 변환한 후 홀에 경 역이 섞여 

채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시차지도에 배경 역

의 경화를 수행한다. 배경 역의 경화는 경 

역에 인 한 배경 역의 한 화소에 경 역의 깊이 

값을 갖게 하는 것이다. 경화와 시차지도 감쇠를 순

서 로 용하고 수정된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상을 

합성한다. 상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홀 역은 

간단한 선형보간법으로 홀 채우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손실된 배경 역을 복원하기 한 텍스처 체를 수행

한 뒤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다.

그림 3. 제안 방식의 순서도

(a) 전경화를 수행하지 않은 시차지도를 이용한 합성 결과

(b) 전경화가 수행된 시차지도를 이용한 합성 결과

그림 4. 배경 영역의 전경화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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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경화 수행 후 시차지도 감쇠 수행 결과

(b) [그림 4](a) 시차지도를 이용한 합성 결과

그림 5. 배경 영역의 전경화 수행 후 시차지도 감쇠 수행 
결과

(a) 전처리를 하지 않은 시차지도를 이용한 합성 결과

(b) 텍스처 대체 수행 결과

그림 6. 텍스처 대체 수행 결과

1. 배경 영역의 전경화
앞서 언 했듯이 시차지도 감쇠가 수행된 시차지도

를 이용하여 합성한 상에서는 [그림 2](a)와 같이 

경에 인 한 홀이 발생한다. 여기서 설명할 배경 역

의 경화는 이러한 홀을 발생시키지 않기 해 시차지

도에서 수행되는 처리이다.

일반 으로 깊이지도는 실세계의 객체와 카메라와

의 거리를 나타낸다. 깊이 값은 카메라와 가까울수록 

큰 값으로 표 이 되며 시차지도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와 가까울수록 시차 값이 커지게 되어 결과 으로 배경 

역보다 경 역에서 더 큰 시차 값을 가진다. 경 

역은 불연속인 경계에서 큰 깊이 값을 가진 역이며 

배경 역은 작은 깊이 값을 가진 역이다. 배경 역

의 경화는 경 역에 인 한 배경 역의 한 화소

에 경 역의 깊이 값을 갖게 하여 경 역을 한 화

소만큼 확장하는 방식이다. 수행 과정은 기존의 시차지

도 감쇠 수행 과정에서 식(1)을 만족하는  치에 먼

 식(3)을 용하고 식(2)를   치에 수행하는 신 

  치에서 수행되도록 한다.

                             (3)

[그림 4]는 시차지도에 배경 역의 경화를 수행하

여 합성된 상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상을 보여

다. [그림 4]의 A 화소는 배경 역의 크기가 1인 화소

이다. 결과 으로 배경 역의 경화에 의해 합성된 

상의 큰 홀이 우측으로 한 화소만큼 이동하면서 [그

림 4](a)의 A 화소는 [그림 4](b)의 A 화소 치로 옮겨

지는 상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경 역에 이웃했

던 홀의 좌측은 배경 역에 이웃한다. [그림 5](a)는 제

안 방식에서 시차지도 감쇠까지 용한 시차지도의 그

림이며, [그림 5](b)에서 볼 수 있듯이 홀의 좌측이 배경 

역으로 체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홀 채우기

를 수행할 때 합성 상의 홀은 배경 역의 정보만으

로 채울 수 있다.

2. 텍스처 대체
[그림 5](b)는 제안 방식으로 포인트 매핑 과정까지 

수행하여 합성된 상을 보여 다. 시차지도 감쇠에 의

해 큰 홀은 제거되지만 작은 크기를 가진 홀들 사이사

이에 배경 역이 삽입되어 배경 역을 포함한 홀 

역은 [그림 6](a)에서 발생하는 큰 홀에 비해 오히려 확

장된 효과가 나타난다. [그림 5](b)에서 발생한 홀과 [그

림 6](a)에서 발생한 홀을 비교해보면, 각각 화소 8개 

크기의 큰 홀 1개와 화소 1개 크기의 작은 홀 8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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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홀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어 사이

사이에 배경 역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

이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합성

된 상에서는 손실되지 않을 배경 역이 확장된 홀에 

의해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손실되는 역

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합성된 

상으로 체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텍스처 

체는 [그림 6](a)에 홀에 이웃한 신뢰할 수 있는 배경 

역을 [그림 5](b)에서 간격이 넓어진 홀 역에 체

되어 [그림 6](b)와 같이 손실된 배경 역을 복원하는 

것이다.

IV. 실험 결과

실험을 해 YUV 1920x1088 크기의 Undo_dancer 

동 상 100 임과 YUV 900x750 크기의 Teddy, 

Cone 정지 상을 사용한다. 이들 상들로 각각 처

리를 수행하지 않은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합성된 상

과 칭 가우시안 필터로 처리를 수행한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합성된 상, 시차지도 감쇠를 용한 시차지

도를 이용하여 합성된 상, 제안 방식을 이용하여 합

성된 상을 생성하여 비교한다. 성능 비교 방법으로는 

좌측 시 의 참조 상과 그에 련된 깊이지도를 이용

하여 합성된 우측 시  상을 원본 우측 시  상과 

비교하여 화질을 평가한다.

1. 객관적 평가
표 1. 객관적 화질 비교 (PSNR)

비 처리
평활화된 
깊이지도

시차지도 
감쇠

제안 
방식

Undo_dancer 34.40 33.09 34.42 35.42
Teddy 34.14 32.27 34.33 35.19
Cone 32.72 31.73 32.85 33.55

[표 1]은 각각 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합성된 

상에 객  화질을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이고 [그림 

7]은 Undo_dancer 상 각각의 임에 해 비교하

여 나타낸 그래 이다. [표 1]에서 Undo_dancer 상의 

PSNR 수치는 체 임들의 평균 수치이며, 기존의 

방식에 비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Undo_dancer 영상의 프레임별 PSNR 비교

2. 주관적 평가
[그림 8][그림 9][그림 10]은 순서 로 실험 상 

Undo_dancer, Teddy, Cone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기존 

방식과 제안 방식을 용하여 합성된 상을 주 으

로 평가 할 수 있게 보여 다. 각각의 그림에서 (a)는 

합성하고자 하는 시 에서의 원본 상과 원본 상의 

일부분을 확 한 상을 보여 다. 확 된 원본 상과

의 비교를 해 (b),(b’)부터 (e),(e’)까지 각각 순서 로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합성된 

상과 칭 가우시안 필터로 처리를 수행한 시차지

도를 이용하여 합성된 상, 시차지도 감쇠를 용한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합성된 상, 제안 방식으로 수정

된 시차지도를 이용하여 합성된 상으로써 같은 치

를 확 한 상을 보여 다. (b)부터 (e)까지의 상은 

합성된 우측 시  상에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은 

상으로 검게 표 된 역은 홀을 나타낸다. (b‘)부터 

(e’)까지의 상은 (b)부터 (e)까지의 상을 선형보간

법으로 홀 채우기를 수행한 상을 보여 다.

(b)에서는 합성 상에서 일반 으로 발생하는 큰 홀

이 나타나며 홀 채우기를 수행한 (b’)에서는 홀에 경 

역의 정보와 배경 역의 정보가 채워지는 문제가 확

연하게 드러난다. (c)는 평활화 필터로 인해 큰 홀의 크

기가 어들고 홀이 어느 정도 제거되지만 홀 주 의 

텍스처가 왜곡되며 (c’)에서는 (b’)와 같이 홀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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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정보가 섞여 채워지는 상이 발생한다. 시차지도 

감쇠 방식을 용한 (d)는 홀의 크기가 어 홀 채우기

가 용이하지만 여 히 좌측의 경 역에 인 한 홀은 

(d’)에서 볼 수 있듯이 경 역의 정보를 포함하여 채

워지게 된다. 한, 홀들의 사이사이에 삽입된 배경 화

소들로 인하여 (b)에서 볼 수 있는 원래의 큰 홀에 비해 

확장되고 확장된 역만큼 배경 역의 왜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제안 방식인 

(e)는 좌측의 홀이 경 역에 이웃하는 상을 방지

하여 (e‘)와 같이 배경 역으로만 채울 수 있으며 확장

된 홀 역으로 인해 배경 역이 손실되는 문제를 해

결하여 기존의 배경 역을 보존할 수 있다.

(a)

      (b)              (b’)               (c)               (c’)

      (d)              (d’)              (e)               (e’)

(a) 원본 영상과 원본 영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영상 (b) 전처리 없이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b’)(b)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 영상 
(c) 평활화된 깊이지도 방식에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c’)(c)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 영상 (d) 시차지도 감쇠 방식에 홀 채우기
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d’)(d)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 영상 (e) 제
안 방식에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e’)(e)에 선형보간법
을 수행한 영상

그림 8. Undo_dancer 영상 실험 결과

(a)

  

     (b)              (b’)                (c)              (c’)

  

     (d)             (d’)                 (e)               (e’)

(a) 원본 영상과 원본 영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영상 (b) 전처리 없이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b’)(b)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 영상 
(c) 평활화된 깊이지도 방식에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c’)(c)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 영상 (d) 시차지도 감쇠 방식에 홀 채우기
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d’)(d)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 영상 (e) 제
안 방식에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e’)(e)에 선형보간법
을 수행한 영상

그림 9. Teddy 영상 실험 결과

(a)

 

     (b)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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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e)               (e’)

(a) 원본 영상과 원본 영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영상 (b) 전처리 없이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b’)(b)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 영상 
(c) 평활화된 깊이지도 방식에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c’)(c)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 영상 (d) 시차지도 감쇠 방식에 홀 채우기
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d’)(d)에 선형보간법을 수행한 영상 (e) 제
안 방식에 홀 채우기를 수행하지 않고 합성된 영상 (e’)(e)에 선형보간법
을 수행한 영상

그림 10. Cone 영상 실험 결과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차지도 기반의 DIBR을 이용한 시차

지도 감쇠의 문제 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시

차지도 감쇠는 평활화된 깊이지도 기반의 DIBR에서 

발생하는 깊이지도의 고주  정보가 손실되고 합성된 

상에 기하학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그러나 여 히 합성된 상에서 발생하는 홀에 배

경 역 정보 외에 경 역의 정보가 같이 섞여 채워

지며 확장된 홀들에 의해 기존의 배경 역이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안 방식에서는 배경 역

의 경화를 수행함으로써 배경 정보만을 이용한 홀 채

우기가 가능하도록 하 다, 뿐만 아니라 텍스처 처 

방식을 통해 시차지도 감쇠로 인해 손실된 배경 역을 

복원함으로써 합성 상의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

고리즘도 추가 으로 제안하 다. Undo_ Dancer 등 4

가지 실험 상에 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 객  그리고 주  화질 모두에 

있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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