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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Stereoscopy영상을 생성

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두 대의 촬영용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놓고 피사체를 촬영한 후 해당 좌시점과 우시점을 

생성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영상 대역폭의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Depth정보와 한 장의 

영상을 이용한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 Algorithm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Gaussian Depth 
Map을 이용한 Hole-Filling 방법은 DIBR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만 다른 DIBR Algorithm들에 비해 속도가 현

저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생성의 고속화를 위해 GPU를 이용한 Gaussian Hole-Filling Algorithm의 병

렬처리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DIBR Algorithm 생성과정을 제시한다.

키워드: DIBR, Hole-Filling, GPU, CUDA, Parallel Processing

I. 서 론

 최근 2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성하여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는 

3D TV가 등장하였다. 이는 현재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사용

되고 있으며 각 가정으로까지 점점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처

럼 많은 사용자들은 기존의 TV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영상의 임

장감과 입체감을 느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관련 연구

들이 다양한 기업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DIBR(Depth Image-Based Rendering)은 기존의 Stereoscopy 

영상 생성 방법과 다른 Algorithm이다. 이는 한 장의 Color 영상

과 이에 해당되는 Depth 영상을 이용하여 가상의 좌시점과 우시

점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DIBR Algorithm을 이용함으로서 제한

된 입력영상의 시점으로부터 다양한 시점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

다.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 시점 영

상을 생성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DIBR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없는 Hole 영

역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보간 해줘야 한다. 때
문에 일반적으로 DIBR 영상을 방법으로는 영상을 Warping한 후 

발생하는 Hole을 각기 다른 Hole-Filling Algorithm을 이용해 보

간 해 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Hole을 보간 하는 다양한 

Algorithm들이 제시되고 있다. 
Zhang은 Warping과 Hole-Filling 과정에서 DIBR 영상의 왜곡

과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Depth영상을 Gaussian-Smoothing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의 Hole에서 발생하는 

기하학적 잡음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1]. 이밖에도 여러 DIBR 
Algorithm들이 있지만, Gaussian-smoothing은 결과 영상의 Hole 
영역의 품질이 매우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른 

방식들에 비해 느린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 DIBR을 실시간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DIBR은 Pixel 단위의 반복된 연산이 많지만 Smoothing 

Depth 영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식의 복잡도가 늘어 처리속도가 

지연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Gaussian 분포의 Table을 이용한 

smoothing을 통해 수식의 복잡도를 감소시켰다. 또한 이를 병렬

처리가 가능한 GPU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

리하여 속도를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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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1. DIBR 영상의 생성과정

그림 1. DIBR System 구현과정

Fig. 1. DIBR system realization process

그림 1은 DIBR Algorithm을 생성하는 일반적인 세 단계의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Pre-processing 과정에서는 후의 Depth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Depth 카메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가공한

다. 특성상 Depth영상은 데이터에 잡음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바

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보다 정확한 Warping과 Hole-filling과

정을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객체에만 반응해야 한다. 전처리를 거

친 후 영상을 Warping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입체감을 

주고자 하는 대상 객체를 배경에서 때어내어 이동하는 과정을 말

한다. 이때 두 눈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좌영상과 우영상을 따로 

생성해주어야 한다.

그림 2. DIBR Algorithm에서 발생하는 Hole 영역

Fig. 2. Hole area in DIBR Algorithm

위와 같이 DIBR을 이용하여 가상시점의 새로운 영상을 생성할 

경우 색상정보와 깊이정보가 없는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Hole이라 하고,  Hole-Filling Algorithm을 통해 처리한다[2].

2. Gaussian Filter를 활용한 DIBR Algorithm

Depth map에 Gaussian-smoothing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새롭게 생성된 합성 영상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3]. Depth 영
상에 Gaussian Filter 를 적용하기 위해 아래의 식(1)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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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때 식 (2)를 이용하여 Hole-Filling과정도 동시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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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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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1. DIBR 영상의 생성과정

그림 3. 실험에 사용된 Color영상과 Depth영상

Fig. 3. Color Image and Depth Image used in the test

GPU는 병렬처리과정에서 단일 명령어로 복수의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는 SIMT(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s)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Pixel들을 Thread에 배분하여 다수에 데이터에 

같은 명령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4].

그림 4. 병렬처리를 위한 영상 Pixel들의 분배

Fig. 4. The divide of Pixels for Parallelism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GPU의 병렬처리를 이용하여 

Depth영상에 Smoothing을 적용하였다. Pixel들은 GPU상에서 

Gaussian Table과 함께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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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상으로 Mapping된다. GPU상 각각의 Kernel들은 각 

Pixel들을 Gaussian Table과 Thread단위로 병렬처리 하게 된다

[5].

그림 5. Gaussian Table과 각 Thread들의 연결

Fig. 5. Connection between Thread and Gaussian Table

 Gaussian Table은 Thread가 Memory를 참조하는 빈도수가 

Pixel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림 5와 같이 고속으로 접근이 가능

한 Shared Memory에 저장한다. Thread의 개수는 Depth영상의 

Width와 동일하기 때문에, Block의 개수는 Height와 동일하다. 
때문에 Shared Memory에 각각의 Table을 저장하여 사용한다. 
이는 Table을 중복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Global Memory에 

Table을 저장하여 사용하였을 때보다 많은 Memory를 사용한다. 
하지만 GPU는 Global Memory에서 Date를 참조하기 위해 접근

하는 지연시간이 약 500clock cycle로 매우 높고 이는 성능 하락

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처리될 데이터가 GPU상

의 Register로 Load되기 때문에 Global Memory에 직접 접근하

도록 하는 경우, 접근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hared Memory를 이용하였다.

그림 6. GPU 병렬처리를 이용한 Smoothing Depth영상

Fig. 6. The Smoothing Depth Image Using GPU

그림 6은 위의 병렬처리 과정을 거친 Smoothing Depth 영상

의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Gaussian 연산을 이와 같

이 행렬 Table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영상 처리에서는 부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영상처리와 달리 DIBR 
Algorithm에서의 Gaussian 연산은 Depth영상에서 Edge와 객체

간의 명암의 경계면을 완화하려 하기 때문에 최종 영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림 7. 본 DIBR에서 CPU와 GPU Device의 주요 처리과정

Fig. 7. Principal steps of the CPU and GPU Device of the 

DIBR

Depth영상을 병렬처리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나타내면 그림 7
과 같다. 우선 Smoothing 전처리를 위하여 Depth 영상을 GPU 
Device로 보내준다. Pixel들은 각각의 Kernel에서 전역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Gaussian Table과 함께 병렬로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다시 Host로 복호화 되는 과정을 거친다. 복호된 Smoothing 
Depth영상은 Color영상과 함께 식 2를 이용하여 연산하여 좌영상

과 우영상을 각각 생성하게 된다. 

IV. 실험 결과

표 1.  “Table" DIBR영상의 CPU와 GPU 처리속도 비교

Table1. Comparison CPU with GPU of "Table" Image

List CPU
Our Algorithm

(CPU + GPU)

Gaussian Smoothing 273ms 24ms

Warping and Hole-Filling 

Equation 
31ms 31ms

CPU-to-GPU

Memory Copy
None 6ms

Total Time 314ms 61ms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병렬구조를 이용한 GPU 기반 

Gaussian Hole-Filling Algorithm과 CPU 기반의 DIBR 
Algorithm의 처리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CPU에서는 평균 

273ms의 처리속도를 보여줌으로서 기존에 언급된 느린 Gaussian 
Smoothing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 GPU 기

반 병렬처리를 수행함으로 약 10배 이상 향상시켰다. Warping과 

Hole-Filling을 수행하는 과정은 두 경우다 CPU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31ms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Memor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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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PU와 GPU간의 영상 데이터를 이동하는데 발생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GPU기반 Algorithm에서는 CPU와 GPU간 데이터 이

동이 발생해 약간의 지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전체 영상 생성시간의 분석

Fig. 8. Analysis of Total Processing Time

또한 각각의 과정에서 걸린 시간을 합한 그림 8에서 는 GPU를 

이용함으로서 기존 생성방법에 비해 전체 영상 생성시간이 약 5배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원본 영상(좌)과 최종 결과 영상(우)의 비교

Fig. 9. Comparison Original image with Final result Image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품질은 뛰어나지만 수식의 복잡도가 높아 영상

의 처리속도가 높은 Gaussian-smoothing을 제안한 병렬처리 구

조를 CUDA를 이용하여 DIBR Algorithm을 수행하였다. 전체 

Algorithm에서 Gaussian-smoothing이 오버헤드가 가장 크기 때

문에 영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본 병렬처리 구조는 더 효율

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의 성능분석과 구조는,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3D TV DIBR 및 각종 응용분야에서 다양

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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