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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영상과 스테레오 영상 바깥 시점의 위성 영상 그리고 상응하는 깊이 영상이 입력으로 주어

질 때 이 입력 영상들을 압축에 적합한 포맷으로 변환하고 활용하여 중간시점 영상을 합성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

다. 송출 단에서 깊이 영상들은 하나의 global 영상으로, 위성영상은 시점 이동 시에 발생하는 프레임 밖의 영역 및 가

려짐 영역과 같은 홀 영역에만 해당하는 residual 영상으로 변환 후에 데이터 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운샘플링하고 주 

시점의 스테레오 영상과 더불어 HEVC 코덱으로 부호화 한 후 전송한다. 수신 단에서 복호화된 각 입력 영상들을 이용

하여 스테레오 영상 간 그리고 스테레오 영상과 위성 영상간의 중간시점 영상을 합성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포맷

을 이용하여 합성한 중간 시점 영상을 MVD(Multiview Video plus Depth) 포맷을 이용하여 합성한 중간 시점 영상과 

비교했을 때 전송하는 데이터의 비트율(bit-rate) 대비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화질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hen stereo image, satellite view and corresponding depth maps were used as the input data, we 
propose a new method that convert these data to data format suitable for compressing, and then by using these format, 
intermediate view is synthesized. In the transmitter depth maps are merged to a global depth map and satellite view are 
converted to residual image corresponding hole region as out of frame area and occlusion region. And these images 
subsampled to reduce a mount of data and stereo image of main view are encoded by HEVC codec and transmitted. In 
the receiver intermediate views between stereo image and between stereo image and bit-rate  are synthesized using 
decoded global depth map, residual images and stereo image. Through experiments,  we confirm good quality of 
intermediate views synthesized by proposed format subjectively and objectively in comparison to intermediate views 
synthesized by MVD format versus total bit-rate. 

키워드 : 포맷 변환, Global 깊이 영상, residual 영상, 영상 합성

Key word : Format conversion, global depth map, residual view, view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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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DTV 방송 서비스는 특수 안경을 통하여 좌안과 우

안에 각각 하나의 영상을 제공하는 스테레오스코픽

(stereoscopic) 방법이 보편적이다. 최근에 3DTV 방송 

서비스의 활성화와 안경 착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

해서 무안경 방식(auto-stereoscopic)의 기술이 개발되

고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도 양안으로 영상을 보기 위해

서는 많은 시점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다시점 3D 
기술은 기존 스테레오스코픽 방법과 달리 안경착용

의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움직임에 따

라 대응되는 시점의 영상을 보여주는 운동 시차(motion 
parallax)를 제공함으로써 입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는 시

점 수만큼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해야하기 때

문에 매우 효율적인 부호화 방법과  여기에 적합한 데

이터 포맷(format)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깊이 영상을 사용하여 다시점 영상

을 합성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몇 개

의 입력 영상과 그에 상응하는 깊이 영상으로 원하는 

목표시점으로 투영하여 많은 수의 시점 영상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깊이영상 촬영 시스템 또

는 스테레오 매칭(stereo matching)을 통한 깊이영상 합

성에 대한 연구[1-3]와 획득된 깊이영상에서 오류를 제

거하여 정교한 깊이 영상을 생성하는 연구[4,5] 등이 진

행되고 있다. 깊이 영상을 이용한 워핑(warping)과 시점 

이동시에 발생하는 홀 영역을 보간하는 연구[6-8]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2D 코덱과 

호환이 가능하면서도 적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다시점 

부호화 방법[9]도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부호화 전에 

입력 영상과 깊이 영상 간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여 

하나의 global 영상과 깊이 영상을 생성하는 전처리 과

정을 거친다. 
본 논문에서는 중간영상 합성을 위해 필요한 스테레

오 영상과 스테레오 영상 바깥 시점의 위성 영상 그리

고 상응하는 깊이 영상이 입력으로 제공된다. 먼저 각

각의 깊이 영상을 가지고 하나의 global 깊이 영상을 생

성한다. 위성영상은 중복 정보(redundancy)를 제거하여 

residual 영상으로 생성된다. 결국 스테레오 영상과 하

나의 global 깊이 영상, 그리고 위성 영상의 residual 영
상이 부호화되어 전송된다. 수신기에서는 부호화된 각

각의 영상들을 복호화기를 통해 복원하고, 복원된 스테

레오 영상과 깊이영상, 그리고 위성영상의 residual 영
상을 가지고 중간 영상을 합성하게 된다. 여기서 부호

화기는 HEVC 코덱을 사용하며  각각의 입력 영상에 적

용하는 QP(quantization parameter)에 따라 합성되는 중

간 영상의 결과가 다른데 이는 압축정도에 따라서 성능

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력 데이터의 비트율(bit-rate) 
대비 합성된 중간 영상의 PNSR을 측정하여 깊이 영상 

기반 3D 비디오 포맷 중의 하나인 MVD(Multiview 
Video plus Depth)을 통해 합성된 중간 영상과 그 성능

을 비교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송출단에

서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 global 깊이 영상 및 residual 영
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복호화 된 스테레오 영상, global 깊이 영상 및 residual 
영상을 이용하여 다시점 영상의 중간영상을 합성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로써 입력 

데이터의 비트율 대비 합성된 중간 영상의 PSNR을 측

정하여 MVD 포맷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그림 1은 부호화기의 데이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송

출 단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은 입력 영

상이 4시점인 경우로 V2, V3는 주시점을 구성하는 기

본 스테레오 영상(base view)이고 V1, V4는 주시점 영

상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시점 영상으로 위성 영상

(satellite view)이라고 부른다.

Fig. 1 Processes in the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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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점의 스테레오 영상을 기준으로 V1 영상을 가장 

왼쪽, V4 영상을 가장 오른쪽 시점의 영상으로 생각하

면 된다. 또한 이 영상들에 대응하는 깊이 영상(D1, D2, 
D3, D4)과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가 부호화기의 입력 데

이터에 포함된다. 
송출 단에서는 global 깊이 영상 생성과 위성 영상의 

residual 영상을 생성하게 된다. 먼저 주어진 4개의 깊이 

영상과 카메라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하나의 global 깊
이 영상을 생성한다. 생성된 global 깊이 영상과 카메라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위성 영상(V1, V4) 시점의 

residual 영상(R1, R2)을 생성한다. 입력으로 주어진 기

본 스테레오 영상, 생성된 global 깊이 영상과 residual 
영상이 각각 HEVC 부호화기를 거쳐  전송 된다. 

2.1. Global 깊이 영상 생성

Global 깊이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깊이 영상  , , ,를 중심 시점으로 투영

(projection)한다. 이때 중심시점은 D2와 D3 시점의 중

간시점이 된다. 깊이 영상  , , ,는 입력 영상 

V1, V2, V3, V4에 각각 대응한다. 시차가 축 방향으

로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투영 전의  깊이 영상의 

한 화소의 좌표  와 투영 후의 좌표
  간의 

관계는 식 (1)과 같다.

∆  







   



  


   ∆    ∆

   ∆    ∆

     (1)

여기서 f는 카메라의 초점 거리이고 는  카메라

와 앞에서 정의한 중심 시점   카메라 간의 거리

(baseline length)이고 와 는 각각 가장 멀리 

떨어진 물체와의 거리, 가장 가까운 물체와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 거리는 모든 깊이 영상에서 같으며 카메

라 파라미터에 포함되어 있다.   는 화소 

 에서의 깊이값을 나타내고 ∆은   

와  
 간의 축 방향 시차(disparity)를 의미

한다.  

Fig. 2 Generation of the global depth image

중심 시점으로 투영된 깊이 영상에는 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홀(hole) 영역은 가장 인접한 좌, 우 

화소 중에 홀이 아닌 화소의 값을 비교하여 작은 값으로 

채운다. 그 이유는 투영 시에는 전경에 의해 가려져 있

던 배경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심 시점으

로 투영하고 홀 영역을 채운 4개의 깊이 영상은 식 (2)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중심 시점에 해당하는 하나

의 global 깊이 영상  를 생성하게 된다.  

 










(2)

여기서 
  는 깊이 영상  , , ,

가 중심 시점으로 투영된 후, 홀 영역을 채운 영상을 

각각 의미한다. 이때 중심 시점에서 가까운 깊이 영상

은 투영된 깊이 영상과 상관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

여 큰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시점 이동으로 인한 오류

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림 3은 와 생성된 global 깊

이 영상을 비교한 결과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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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ig. 3 Given depth image and global depth image (a) 
Input depth image D2(Street) (b) Global depth image 
(Street) (c) Input depth image D2(Shark) (d) Global depth 
image(Shark)

이렇게 생성된 global 깊이 영상은 부호화 시 데이터

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수평, 수직 방향으로 1/2 만큼 

다운샘플링(down sampling) 하게 된다. 수신 단에서 다

시점 영상을 합성할 때는 global 깊이 영상을 원래 크

기로 복원해야 하는 데 이 때 식 (3)의 보간 식을 이용

하게 된다. 

 











i f 
max  
i f 

(3)

즉, 보간해야 할 화소의 좌, 우 화소의 차이값이 임계

값보다 작으면 두 화소의 중간값으로, 임계값보다 크면 

큰 값으로 보간하게 된다.

2.2. Residual 영상 생성

Residual 영상은 4시점의 입력영상 중에 좌측과 우

측 끝에 존재하는 2개의 위성 영상을 가지고 생성하게 

된다. 그림 4는 residual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Fig. 4 Generation of the residual image

Residual 영상은 수신 단에서 다시점 영상을 생성할 

때 스테레오 영상과 위성 영상 간(V1과 V2, V3과 V4)
의 중간 시점을 외삽으로 생성할 시에 발생하는 홀 영

역을 채우기 위한 영상이다. 따라서 수신 단에서 생성

하고자 하는 시점에 대한 홀 영역 정보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홀 영역 검출은 복호화된 global 깊이 영상 

 ′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수신 단에서 외삽에 의한 

중간 시점 합성 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Residual 영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먼저 복호화된 

global 깊이 영상  ′을 스테레오 영상 시점(V2와 V3)

으로 투영하여 
′와 

′을 각각 생성한다. 이어서 


′와 

′을 각각 수신 단에서 합성하고자 하는 목표 

시점으로 투영하여   을 생

성한다. 여기서 는 수신 단에서 합성하고자 하는 다시

점 영상 수에 따라 다르게 되며 이 절에서는 스테레오 

영상과 위성 영상 간의 중간 시점의 수를 좌우 각각 4개
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식 (4)를 이용하여 홀 영역

을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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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단 는 정수

       (4)

판별하고자 하는 화소의 깊이값  과 인접한 

화소의 깊이값   의 차이가 임계값보다 클 

경우 화소  는 가려짐 영역(occlusion)으로 판별한

다. 이 때 는 
′  또는 

′와 투영하는 목표 시점간

의 기선장(baseline length)이며 는 정수값을 가지는 시

차(disparity)로 정의되고 임계값은 카메라의 초점거리 

와 기선장,  그리고 시차 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

다. 이렇게 홀 영역으로 판별된 화소와 시점 이동시에 깊

이영상의 좌우측 경계부분이 사라지는 경우, 화소를 255
의 값으로 할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할당하여 

홀 마스크(hole mask),    를 

생성하게 된다.  
생성된 홀 마스크 중    는 모두 V1 

위성 영상의 시점으로 시점 이동 후에 OR 연산을 통해 

그림 4에 보인 마스크 를 생성하게 된다. 마찬가지

로    는 V4 위성 영상 시점으로 시점 

이동 후 같은 연산을 하여 그림4와 같이 을 만들게 

된다. 합병된 마스크는 팽창(dilation) 연산을 적용하여 


′  ′ 을 만들고, 다시점 영상 합성 시에 경계를 채

우지 못하는 오류를 줄인다[10]. Residual 영상은 홀 마

스크 
′  ′ 에서 255에 해당되는 화소 값만 위성 

영상 V1, V4에서 가져온다. 나머지 영역은 앞에서 가져

온 화소의 평균값으로 채운 후 최종적으로 residual 영
상 R1과 R2을 생성한다. 

그림 5는 생성된 홀 마스크 및 residual 영상의 결과

를 보여준다. Residual 영상도 데이터량을 줄이기 위해 

가로, 세로 모두 1/2 크기로 다운샘플링 하여 부호화한

다. 이때 저역필터인 (0.25, 0.5, 0.25)의 3-tap 필터를 

적용하여 다운샘플링으로 인한 에일리어싱(aliasing) 
현상을 줄일 수 있다. 

(a)

(b)

(c)

Fig. 5 (a) V4 bit-rate of 'street' (b) generated hole mask 
(MR‘) (c) residual image

Ⅲ. 수신 단에서의 다시점 영상 합성기법

수신 단에서는 그림 6과 같이 복호화기를 거쳐 원래

의 스테레오 영상, V2와 V3, global 깊이 영상  ′ , 
residual 영상 R1과 R2을 각각 복원한 후 다시점 영상의 

중간 영상을 합성하는 이용하게 된다. 이때 스테레오 

영상 V2와 V3 사이의 중간 시점 영상은 내삽으로, 스
테레오 영상과 위성 영상 사이(V1과 V2, V3와 V4)의 

중간 시점 영상은 외삽 기법을 통해 합성하게 된다. 내
삽은 global 깊이 영상과 주시점 영상인 스테레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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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지고 합성하는 방법이고 외삽은 스테레오 영상

과 global 깊이 영상 그리고 residual 영상을 이용하게 

된다. 

Fig. 6 Multi-view synthesis process in the receiver  

3.1. 내삽(Interpolation)

먼저 복호화된 global 깊이 영상( ′ )를 목표 시점으

로 투영하고 2.1절에서와 같이 홀 영역을 채운다. 투영

된 깊이 영상을 이용하여 좌 영상(V2')도 목표 시점으로 

투영하여 가상시점 영상    7

장을 합성하게 된다. 
이 때 홀 영역은 0, 그렇지 않은 영역은 0으로 하는 

이진 마스크 영상   을 만들

게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 영상(V3')을 이용하여 가

상시점 영상    7 장과 이진 

마스크 영상   도 생성하게 

된다. 각각의 중간 시점 영상은 식 (5)를 이용하여 합성

한다.

Fig. 7 Synthesis of intermediate view by interpolation  

  









     
    and  
 
    and  
  
    and  
  
    and  

    ′  ′
(5)

여기서  와  는 각각 스테레오 

영상의 좌, 우 영상을 목표 시점으로 투영한 가상시점 

영상의  ,   위치에서의 화소 값,  과 

 은 이진 마스크 영상의   위치에서의 

화소 값 그리고    는 합성된 영상의 

  위치에서의 화소 값을 각각 의미한다.
즉, 같은 목표 시점에 대해 좌, 우 마스크를 비교해서 

해당 화소 값이 모두 1인 경우는 좌 영상(V2')을 투영한 

가상 시점 영상(VLi)과 우 영상(V3')을 투영한 가상 시

점 영상(VRi)의 화소를 모두 이용하여 보간한다. 이 때 

가까운 시점 영상의 상관도가 크다고 판단하고 그 영상

의 화소는 가중치를 크게 한다. 하나의 마스크 영상에

서만 화소의 값이 1이라면, 한 시점에서 보이는 영역이 

다른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려짐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에 대응하는 가상 시점 영상

의 화소 값으로 보간한다. 좌, 우 마스크 영상이 모두 0
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공통 홀로 판단하고 추후에 인

페인팅(Inpainting) 기법을 통해 보간한다[11]. 하지만 

좌, 우 가상 시점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복잡도가 높은 

영역에서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8(a)의 영상에서 빨간색 원안의 갈대밭과 같이 복

잡도가 높은 영역은 좌 영상과 우 영상을 같은 목표 시

점으로 투영했을 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

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좌, 우 마스크

의 값이 모두 1인 경우에 식 (6)과 같은 부가적인 조건

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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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d ≤ 

(6)

여기서  와  는 각각 스테레오 

영상의 좌, 우 영상을 목표 시점으로 투영한 가상시점 

영상의   위치에서의 화소 값, 는 가중치 그리고 

는 임계값이다. 투영된 좌, 우 가상 시점 영상의 화소 

값 차이를 비교하여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식 (5)와 

동일하게 시점에 따른 가중치를 활용하고 화소 값 차이

가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단하고 가까운 

시점의 화소 값만 이용하여 보간 한다. 

(a)   

(b)

Fig. 8 (a) Mismatching problem (b) Result of solving 
the mismatching problem 

그림 8(b)은 그림 8(a)는 화소 값 차이 조건을 적용하

여 가까운 가상 시점 영상만을 이용하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보여준다. 

3.2. 외삽(Extrapolation)  

Fig. 9 Synthesis of intermediate view by extrapolation

외삽 기법에서는 그림 9와 같이 복호화된 global 깊

이 영상(
′ ′ )을 각 목표 시점으로 투영하고 2.1

절에서와 같이 홀 영역을 채운다. 그리고 이 투영된 깊

이 영상을 이용하여 복호화된 residual 영상 R1', R2' 및 

스테레오 영상 V2', V3'을 목표 시점으로 투영하여 

    ∼ 과    ∼ 을 생성한다. 이 

때 시점 이동된 스테레오 영상에서 2.2절에서 언급했

던 것과 같이 좌우측 경계 부분과 가려짐 영역에 해당

하는 홀 영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목표 시

점으로 투영된 residual 영상을 이용하여 비워있는 영

역을 채운다. 이 후에도 남은 홀 영역은 공통 홀

(common hole)로 판단하고 인근 화소들을 이용한 인

페인팅(Inpainting) 기법을 이용하여 보간하게 되고 최

종적으로 합성영상    ∼  ∼ 을 생성

하게 된다.  

Ⅳ.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시점 영상 합성 기법의 성

능 비교를 위해서 실사 시퀀스인 MPEG 3DV Cf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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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znan_street’, NICT에서 제공하는 CG 시퀀스, 
‘Shark’을 실험 영상으로 사용한다. ‘Poznan_street’ 시
퀀스의 경우에는 PNSR을 측정할 기준 영상이 위성 영

상(V1, V4)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성능비교를 

하고 ‘Shark’ 시퀀스의 경우에는 모든 중간 시점 영상에 

대하여 측정을 한다. HEVC 압축 모드는 시퀀스의 프레

임 율(frame-rate)과 동일한 주기로 I-프레임을 삽입하

는 Random-access 방식을 이용한다. 

4.1. 객관적 화질 비교

입력되는 4 시점의 영상과 이에 상응하는 4 시점의 

깊이 영상을 모두 전송하는 MVD 포맷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테레오 영상, global 깊이 영상 및 residual 
영상을 전송하는 포맷의 성능을 비교한다. 즉,  각 포맷

의 데이터 비트율 대비 합성된 중간 시점 영상과 기준 

영상 간의 PNSR을 측정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Fig. 10 PSNR comparisonof synthesized intermediate 
view (‘Poznan_street’) 

Fig. 11 PSNR comparisonof synthesized intermediate 
view (‘Shark’)

그림 10과 11은 MVD 포맷과 제안한 포맷을 데이터 

비트율 대비 PSNR을 측정한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MVD 포맷을 이용한 경우 객관적 수치가 조금 높지만 

전송하는 데이터 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제안하는 기법이 훨씬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

한 화질의 중간 시점의 영상을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주관적 화질 비교

다음은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중간 시점 

영상의 화질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그림 12와 

13은 각각 'Poznan_street', 'Shark' 시퀀스에 대하여 

MVD 포맷과 제안한 포맷을 통해 합성한 중간 시점 영

상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포맷을 이용하여 합성한 

경우 스테레오 영상을 목표 시점으로 투영 시에 발생하

는 홀 영역을 residual 영상으로 채우는 방법이므로 깊

이 영상이 정교하지 않으면 객체의 경계 부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4 시점의 깊이 영상을 한 시점

의 global 깊이 영상으로 전송하는 포맷의 문제점이다. 
특히 CG 시퀀스인 'Shark'의 경우 이런 현상이 좀 더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적은 데이

터 량을 이용함에도 MVD 포맷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

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합성할 수 있었다.

(a)

(b)

Fig. 12 Synthesized intermediate view (a) the proposed 
method (b) M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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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3 Synthesized intermediate view (a) the proposed 
method (b) MVD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시점 영상 합성 기법은 무안

경식 다시점 디스플레이를 위한 것이다. 송출 단에서 

입력받은 스테레오 영상 및 위성영상, 그리고 대응하는 

깊이 영상으로부터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량을 줄인 global 깊이 영상과 residual 영상으로 변환하

여 부호화한 후 전송하였다. 수신 단에서는 복호화 과

정을 거쳐 전송된 영상으로부터 다시점 영상을 합성하

게 된다. 이때 원래의 스테레오 영상 사이의 중간시점 

영상은 내삽(Interpolation) 기법으로, 부가적으로 주어

지는 위성 영상과 스테레오 영상 사이의 중간 시점 영

상은 외삽(Extrapolation) 기법으로 합성하였다. 제안한 

기법에서는 일반적인 중간 시점 영상 합성 기법에 추가 

조건을 부여하여 영상내의 복잡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좌, 우 영상의 화소 불일치 오류를 줄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MVD 포맷과 비교하였을 때 

부호화 시 적은 데이터 량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합성

된 다시점 영상의 화질은 비슷하거나 더 좋다는 결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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