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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상 분할을 이용한 다시  상의 조명보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 거리에 따라 참조 상의 깊이 상을 이어로 분리한다. 분리된 이어에서 서로 다른 객체를 분

리하기 하여 각 이어에 이블링 과정을 수행한다. 이블링 된 참조 상의 깊이 상은 3D 워핑 기법을 통하

여 왜곡 상의 시 으로 변환되고 이블링 된 역을 찾아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조명 보상을 각 역에서 독립

으로 수행한다. 3D 워핑으로 발생하는 가려짐 역은 역 인 방법을 이용하여 보상하게 된다. 다양한 실험을 통

해 제안하는 기법으로 조명보상 처리를 수행한 다시  상의 부호화 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illumination compensation algorithm by segmentation with depth information is proposed to improve the coding 

efficiency of multi-view images. In the proposed algorithm, a reference image is first segmented into several layers where each layer is 

composed of objects with a similar depth value. Then we separate objects from each other even in the same layer by labeling each separate 

region in the layered image. Then, the labeled reference depth image is converted to the position of the distortion image view by using 3D 

warping algorithm. Finally, we apply an illumination compensation algorithm to each of matched regions in the converted reference view and 

distorted view. The occlusion regions that occur by 3D warping are also compensated by a global compensation method. Through 

experimental results, we are able to confirm that the proposed algorithm has better performance to improve cod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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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DTV와 3D 화의 사업  성공으로 3D 미디어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 서비스 인 부분

의 3D 비디오는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하

는 양안방식이다. 하지만 양안방식의 3D 비디오는 시

이 하나로 시야각이 좁고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필요한 시  수만큼의 

상을 사용하는 다시  3D 입체 비디오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상은 무안경식 다시  3D 디스 이와 

상의 시 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

한 자유시  TV (free-viewpoint television)와 같은 새로

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다시  상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필요한 시  

수만큼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시 의 상을 동시에 

획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소수의 카메라만

을 이용하여 상을 획득하고 필요한 시 의 상을 생

성하여 시 수를 맞추는 방법이다. 이때 가상시  

상을 생성하기 해서는 상간의 변이추정을 통해 변

이지도(disparity map)를 생성하거나 추가로 깊이 카메

라를 이용하여 깊이지도(depth map)를 획득하여야 한

다[1-5].

따라서 부분의 다시  3D 입체 상은 다수의 색상 

상이나 깊이 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데이터

의 양도 단일 시  상보다 매우 많아 장이나 송 시 

효율 인 부호화 기법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하여 

ISO/IEC 산하의 MPEG에서는 다시  비디오 부호화

(multi-view video coding; MVC) 표 화를 2001년부터 진

행하 으며 2008년 7월에 ITU-T와 공동으로 설립한 

JVT(Joint Video Team)에서 표 화가 완료되었다[6-9]. 

재는 MPEG과 VCEG이 JCT-3V(Joint Collaborative 

Team on 3D Video coding extension development)를 설립

하여 3D 비디오 코덱의 표 화를 진행하고 있다. 

JCT-3V에서는 다시  상 부호화 기술과 기존의 단일 

상 부호화 기술 간의 호환성 보장을 해 H.264/AVC 

호환의 ATM (AVC-compatible Test Model)과 최근 표

화가 진행 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ec)와의 

호환성 보장을 해 HTM(HEVC-compatible Test Model)

을 통해 3D 비디오의 부호화 표 화를 진행하고 있다

[10-12].

3D 비디오 부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후 임의 

상 도 뿐 아니라 시  간의 상 성도 이용한다는 것이

다. 즉 시간  복성(temporal redundancy)을 제거하는 

움직임 보상 기법 뿐 아니라, 인 한 시  상 간의 공

간  복성을 제거하는 시  간 보상 기법(inter-view 

compensation or disparity compensation)도 이용하여 부호

화 효율을 증 시킨다는 것이다[13-15].

시  상간의 복성을 높이기 한 처리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조명 보상 기법을 이용하는 방

법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

명 불일치 상은 시  상 간의 상 성을 떨어뜨려 시

 간 측 시에 정확한 변  벡터를 얻지 못하게 되고 

잔여 신호의 값이 크게 되어 부호화 효율을 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참조 시 의 휘도  색차 정보를 이용하여 왜곡된 다

른 시 들의 휘도와 색차 정보를 보상하는 다양한 기법

들이 제안되었다[16-20].

참조 상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왜곡 상

의  히스토그램을 보상하는 히스토그램 매칭

(histogram matching) 기법을 통해 다시  상의 휘도  

색차를 보상하는 기법은 그 의 하나이다[21]. 하지만 

이 기법은 임 마다 독립 으로 용되어 한 시 에

서 시간  복성을 하시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모

든 임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모든 임

을 동시에 조명 보상하여 시간  복성을 유지하는 기

법이 제안되었다[22].  각 시  상에서 Harris 코  

검출법을 이용하여 각 상의 응되는 특징 을 검출

하여 응 간의 상 인 특성을 계수 값으로 추정하

고 이를 이용하여 조명보상을 하는 기법도 제안되었다

[23].  언 한 방법들은 비디오 체에 같이 용되어 

역 인 조명보상은 가능하 지만 여 히 물체의 

치에 따른 조명 불일치와 같은 지역 인 조명 불일치 문

제는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깊이 정보를 이용한 상 분할

을 통하여 새로운 조명 보상 기법을 제안한다. 먼  참조 

시 의 깊이 지도를 이용하여 1차 역 분할을 수행한

다. 깊이값을 일정 구간으로 나 고 이 역안의 값을 가

지는 깊이는 하나의 이어로 분할한다. 깊이값으로 분

할된 이어이기 때문에 치가 떨어져 있어도 같은 

이어로 선택이 된다. 따라서 이블링 과정을 수행하여 

같은 깊이값을 갖지만 치가 다른 이어는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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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할된 이어를 각각 왜곡 시 의 치로 3D 워핑

을 수행하여 왜곡 시  상에서 응되는 치를 찾아 

히스토그램 매칭을 통한 조명보상을 수행한다. 분리된 

이어간 조명 보상을 통해 기존의 기법보다 더 정 한 

조명 보상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부호화 효율도 증가시

킬 수 있다. 실험결과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이 우수하다

는 것을 입증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기존의 

히스토그램 매칭 기법을 이용한 조명보상 기법을 설명

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역분할 기반의 조명보상 기

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검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2.1. 조명 불일치의 원인

다시  상에서 발생하는 조명 불일치의 원인은 크

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째는 각 시  상을 획득하

는 카메라 간의 잘못된 보정 문제이다. 같은 모델의 카

메라라도 서로 다른 내부 특성(intrinsic parameter)을 가

지고 있고,  노출과  등의 특성들이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 잘못된 상태로 보정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시  상을 획득하면 역  조명 불일치(global 

illumination mismatches) 상이 발생할 수 있다.

(a)

(b)                  

그림 1. (a) 조명 불일치 상의  
(b) 조명 보상 후 의 결과 상

Fig. 1 (a) Examples of Illumination mismatched image 
(b) After illumination compensation

 다른 원인은 서로 다른 카메라의 치 때문이다. 

만약 모든 시 의 카메라가 이상 으로 보정된 상태로 

상을 획득하여도 카메라의 치와 방향이 서로 다르

므로 조명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고 이러한 조명의 차이

가  불가피한 색상 차이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는 일반 으로 지역  조명 불일치(local illumination 

mismatches)가 발생한다. 그림 1은 다시  상에서 발

생한 조명 불일치 상의 와 이를 한 방법으로 보

상한 를 보여 다[24].

2.2. 히스토그램 매칭을 이용한 조명 보상 기법

참조 시 의 휘도  색차 정보를 이용하여 왜곡된 

다른 시 들의 휘도와 색차 정보를 보상하는 다양한 

기법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법이 히스토그램 매

칭을 이용한 기법이다.  히스토그램 매칭 기법은 참조 

상(reference image)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왜곡 상(distorted image)의  히스토그램을 보상

하는 히스토그램 매칭(histogram matching) 기법을 통

해 다시  상의 휘도  색차를 보상하는 방법이다

[21]. 

일반 인 히스토그램 매칭 방법은 YCbCr 색상 공간

에서 각 휘도와 색상 성분에 개별 으로 용된다. 본 

에서는 YCbCr 색상 공간의 세 가지 성분  휘도 성분에 

한 히스토그램 매칭 동작을 설명한다. 색상 성분에 

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용할 수 있다.  아래 식 (1)을 이

용하여 주어진 상의 휘도 성분에 한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

 









 

   i f  
 

(1)

여기서 v와 w와 h는 히스토그램의 bin과 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의미한다. yR은 휘도 값을 나타내고 hR은 

히스토그램 값을 나타낸다. 생성된 히스토그램을 이용

하여 식 (2)와 같이 참조 상의  히스토그램을 생성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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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R는 참조 상의  히스토그램 값을 나

타낸다. 그림 2는 참조 상과 왜곡 상의 휘도 성분

에 한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을 각각 나타

낸다.

(a)

(b)

  

그림 2. (a) 휘도 성분 히스토그램 (b)  
히스토그램 (“Book_arrival” 시 스)

Fig. 2 (a) Histogram (b) accumulated histogram of 
luminance component for reference and distorted 

images (“Book_arrival” sequence)

왜곡 상의  히스토그램과 참조 상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변환 함수를 생

성한다.

   i f ≤ ≤  (3)

여기서 cR과 cD는 각각 참조 상과 왜곡 상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M은 왜곡 상의 변환 함수

이다. 변환 함수를 통해 왜곡 상의 휘도 값은 당한 

값으로 변환된다. 그림 3은 보상된 히스토그램의 를 

보여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의 휘도와 색차 성

분을 각각 변환하여 한 장의 보상된 상을 얻을 수 있

다. 이 과정을 모든 왜곡된 시  상에 용하여 조명 

보상을 하면 시 간의 상 도가 높아진 상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 보상된 히스토그램 (“Book_arrival” 시 스)
Fig. 3 Compensated histogram (“Book_arrival” 

sequence)

일반 으로 히스토그램 매칭 기법은 한 임 내에

서 다른 임과 상 없이 조명 보상을 수행하기 때문

에 왜곡이 보정된 상의 시간  상 도가 하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모든 임의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만들고 이를 보정한 다음 모든 임을 한꺼번에 조명 

보상하여 시간  상 도가 하되는 것을 일 수 있다

[22]. 식 (4)는 모든 임의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생성

하는 식을 나타낸다.

′ ∙∙
 















 

   i f  
 

(4)

여기서 t는 임 번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h‘R은 

모든 임 값을 한 히스토그램 값을 나타낸다

[22].

Ⅲ. 제안하는 조명보상 기법

그림 4는 제안하는 조명 보상 기법의 흐름도를 나타

낸다. 먼  참조 시 의 색상 상과 깊이 상을 입력

으로 받는다. 깊이 상을 깊이 값에 따라 일정 구간으

로 나 어 같은 깊이값을 갖는 역을 같은 이어로 

분할한다. 그리고 이블링 과정을 수행하여 깊이값은 

같지만 치가 떨어져 있는 이어를 분리하여 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으로 구한 이어 상을 

3D 워핑을 수행하여 왜곡 상의 시  치로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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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다. 응되는 치를 찾으면 히스토그램 매칭을 

통해 조명 보상을 수행한다. 3D 워핑시 발생하는 가려

짐 역은 상 체의 조명보상을 수행한 후 그 값으

로 채워주게 된다. 

그림 4. 제안하는 기법의 흐름도
Fig. 4 Flow 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3.1. 역 분할  이블링

참조 시 의 깊이 상에서 깊이 값에 따라 역 분할

을 수행한다. 깊이값을 일정구간으로 나 어 각 구간을 

하나의 이어로 설정하여 이어 상을 생성하게 된

다. 생성된 이어 들은 유사한 깊이 값을 갖게 되어 그

림 5의 (b)와 같이 원 상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여러 

개의 객체들로 구성되게 된다. 그림 5의 (b)는 깊이 상

을 6개의 이어로 분리한 결과이다.

그림 5의 (b)결과와 같이 깊이값만을 이용하여 상

을 분할하면 같은 깊이 값을 갖는 여러개의 다른 객체들

이 같은 이어에 포함되어 조명 보상 시 성능이 하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으로 서로 다른 객체들은 다른 색

상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별 독립  히스토

그램 매칭 방법으로 조명 보상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한 방법이다. 

따라서 같은 이어의 서로 다른 객체를 분리하기 

하여 각 이어에 이블링(labeling)을 수행한다[25]. 그

림 5의 (c)는 그림 5(b)에 주어진 이어 상에 이블링 

과정을 수행하여 최종 으로 획득된 결과 상을 나타

낸다.

(a)

(b) 

  

(c)

그림 5. (a) 원본 깊이 상 (b) 이어 상
(c) 이블링 과정 수행 후 결과 상 

(“Book_arrival” 시 스)
Fig. 5 (a) Original depth image (b) layered image 

(c) layered image after labeling 
(“Book_arrival” sequence)

3.2. 3D 워핑을 이용한 이어 매칭 

3D 워핑(3D warping)은 상의 깊이 정보와 카메라의 

내, 외부 라미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상의 실세계 좌

표(world coordinate)를 산출한 후, 가상시 의 카메라 

라미터를 이용하여 2차원 공간으로 재투 하여 원하는 

시 의 상을 생성하는 과정이다[26].

    

그림 6. 실세계 좌표계의 카메라 좌표계 변환 
Fig. 6 Conversion of world coordinate to camera 

coordinate

3D 워핑을 수행하기 해서는 2차원 상 좌표계

(image coordinate)를 3차원 실세계 좌표계로 변환하고 

변환된 3차원 좌표를 다시 2차원 상 좌표계로 변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2차원 상 좌표계를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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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실세계 좌표계로 변환하기 해서는 주어진 2차원 

상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camera coordinate)로 변

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세계 좌표계와 카메라 좌

표계는 모두 3차원 좌표계이며 두 좌표계 간의 변환은 

그림 7과 같이 회 (rotation)과 이동(translation) 연산으

로 가능하다. 이 두 동작은 카메라의 외부 라미터

(extrinsic parameter)로 정의된다. 식 (5)는 카메라 라

미터와 상 좌표값을 이용하여 3차원 좌표를 산출하

는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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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i, j)와 D(i, j)는 각각 상 내 (i, j) 좌표에서의 

깊이값과 시차값이고, MinZ와 MaxZ는 Z값이 가지는 최

소, 최 값을 의미한다.

가상시 을 생성하기 해서는 가상시  치에 존

재하는 가상 카메라의 내, 외부 카메라 라미터를 정의

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카메라의 내부 라미터는 카

메라의 내부 구조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 시  카메라

의 내부 라미터를 그 로 사용할 수 있다. 외부 라미

터의 값은 가상 시  치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변환된 실세계 3차원 좌표와 가상 시  카메라의 라미

터를 용하여 식 (6)과 같이 가상시  상의 좌표로 재 

투 하게 된다. 












   















 (6)

여기서 xv, yv는 생성될 가상 시  상의 2차원 좌

표를 의미하며, KV, RV, TV는 각각 가상 시  카메라의 

내부 라미터, 회  행렬, 이동 벡터를 나타낸다. 그

림 7은 3D 워핑 기법으로 생성된 가상시  상을 나

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3D 워핑 기법을 이용하여 조명 보상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  3.1 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참고 상에 응되는 깊이 상에 하여 이어 상

을 생성한다. 생성된 이어 상을 이블링을 수행하

여 획득한 그림 5(c) 결과 상에 3D 워핑을 기법을 용

하여 보상하려는 왜곡 상의 시 으로 변환하게 된다. 

그림 7(b) 상이 하나의 왜곡된 상의 시 으로 변환

된 참조 상의 이블링 상을 보여 다. 시  변환된 

참조 상의 이블링 상에 응되는 각각의 이어

에 해당되는 역을 왜곡 상에서 찾아 각 역에서 히

스토그램 매칭 기법을 용하게 된다. 이때 시 이 변환

된 참조 상의 이블링 상에는 3D 워핑 기법으로 가

려짐 역(occlusion region)이 발생하게 되고, 이 가려짐 

역은 체 상의 역에 하여 역 으로 히스토

그램 매칭 기법을 용하여 채우게 된다. 

(a)
 

(b)

그림 7. 3D 워핑을 이용한 가상 시  상 생성 
(a) 색상 상  (b) 이블링 상

Fig. 7 Virtual-view generation by 3D warping 
(a) color image (b) labeling image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조명 조상 기법의 성능을 비교

하기 해서 표 1과 같이 MPEG에서 제공되는 3개의 다

시  시 스에서 100장의 임을 테스트 상으로 사

용하 다. 먼  제안하는 기법에 의해 조명 보상된 상

의 화질을 비교하기 해, 각 테스트 시 스의 특정 

임에 하여 조명 보상된 결과를 그림 8, 그림 9, 그림 10

에 보 다. 성능 비교를 해서 히스토그램 매칭 기법의 

표 인 기법인 Fecker[21]의 기법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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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8. 조명 보상된 결과 상 (‘Book_arrival’ 의 첫번째 
임) (a) 참조 상 (8번째 시 ) (b) 조명 보상  왜곡 
상 (10번째 시 ) (c) Fecker의 기법 (d)제안한 기법
Fig. 8 Illumination compensated images (a) reference 
image(8th view) (b) distorted image(10th view) 
(c) Fecker’s algorithm (d) the proposed algorithm 

(1st frame of ‘Book_arrival’ sequence)

(a)
 

(b)
 

(c)
 

(d)

그림 9. 조명 보상된 결과 상 (‘Balloons’ 의 첫번째 
임) (a) 참조 상 (3번째 시 ) (b) 조명 보상  왜곡 
상 (1번째 시 )(c) Fecker의 기법 (d)제안한 기법

Fig. 9 Illumination compensated images (a) reference 
image(3rd view) (b) distorted image(1st view) 
(c) Fecker’s algorithm (d) the proposed algorithm 

(1st frame of ‘Balloons’ sequence)

그림 8(a)는  ‘Book_arrival’ 시 스의 8번째 시  

상이고, (b)는 왜곡 상으로 6번째 시  상이다. 그

림 8(c)는 Fecker[21]의 기법을 용한 결과이고 (d)는 

제안한 기법을 용하여 보상한 결과이다. 그림 9와 10

은 ‘Balloons’ 시 스와 ‘Kendo’ 시 스에 하여 같은 

실험을 반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테스트 시 스가 MPEG에서 제공되는 시 스이라서 

이미 시  간 조명 보상이 잘 된 상이어서 왜곡시  

상과 참조시  상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10. 조명 보상된 결과 상 (‘Kendo’의 첫번째 
임) (a) 참조 상 (1번째 시 ) (b) 조명 보상  왜곡 
상 (3번째 시 )(c) Fecker의 기법 (d)제안한 기법

Fig. 10 Illumination compenstaed images (a) reference 
image(3rd view) (b) distorted image(1st view) 
(c) Fecker’s algorithm (d) the proposed algorithm 

(1st frame of ‘Kendo’ sequence)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객 으로 증명하기 해  

재 표 화 진행 인 3D 비디오 코덱  HEVC를 이용

한 HTM 5.1에 용하여 부호화 효율이 얼마나 향상되는

지를 실험하 다. 각 테스트 시 스에 하여 세 개 시

의 색상 상과 깊이 상을 부호화 하여 제안하는 기법

을 용하기 과 후의 부호화 효율을 비교하 다. 각 

QP(quantization parameter)값을 25, 35, 45로 변화시키며 

실험을 하 다. 표 2~4는 각 QP값의 한 부호화 효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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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명
사용 시

(좌-가운데-우)
임수

Book_arrival 10-8-6 100 frame

Balloons 1-3-5 100 frame

Kendo 1-3-5 100 frame

표 1. 실험에 사용된 테스트 시 스 
Table. 1 Test sequences

시 스명
원본 상

(Kbps)

제안하는 

기법(Kbps)

부호화

효율(%)

Book_arrival 2423.9952 2385.9385 1.57

Balloons 1997.9328 1962.5694 1.77

Kendo 1756.752 1739.3601 0.99

표 2.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비교 (QP=25)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posed 

algorithm (QP=25)

시 스명
원본 상

(Kbps)

제안하는 

기법(Kbps)

부호화 

효율(%)

Book-arrival 627.1032 620.9576 0.98

Balloons 584.6002 578.6373 1.02

Kendo 499.8072 495.4089 0.88

표 3.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비교 (QP=35)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posed 

algorithm (QP=35) 

시 스명
원본 상

(Kbps)

제안하는 

기법(Kbps)

부호화 

효율(%)

Book_arrival 183.6264 182.0472 0.86

Balloons 198.6936 196.7464 0.98

Kendo 180.1560 178.7327 0.79

표 4.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비교 (QP=45)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posed 

algorithm (QP=45)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을 통한 조명보상 

후의 부호화 효율이 약 1%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 간의 상

도 향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깊이 정보에 따른 상 분할을 이용

한 다시  상의 조명보상 기법을 제안하 다. 여러 

의 카메라간의 내부 특성 는 촬  조건 등이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조명 불일치 상은 시 간의 상

도를 하시키고 부호화 효율 한 하시킨다. 제안

하는 기법에서는 깊이값에 따라 상 분할을 먼  수

행하고 이블링 과정을 통해 독립 인 객체 정보를 

반 하여 지역 인 조명 보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블링 된 상은 3D 워핑 기법으로 왜곡된 상으로 재

투 하여 두 상간의 같은 객체간의 조명 불일치 

상을 효율 으로 해결 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제안

하는 기법을 용하여 조명보상 처리 과정을 수행

한 다시  상의 부호화 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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