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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간 영상 합성을 위한 시간적 평활화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중간 영상 합성을 위한 적응적 시간적 평활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과거 및 현재 영상을 수

신하여 소정의 크기의 블록별로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disparity vector)를 생성하는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기; 및

과거 및 현재 영상과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시간적 평활화

부를 포함하고, 시간적 평활화부는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mean absolute difference, MAD)에 기초하여

프레임마다 상이한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영상의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시간적

평활화를 적용함으로써 영상 품질의 저하 없이 중간 영상의 플리커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3차원 영상 처리의 개요도.

  도 2는 종래의 시간적 평활화 기술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4는 디스패리티 벡터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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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시간적 평활화 계수의 생성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평활화 계수 결정 함수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중간 시점 재구성 방법의 개념을 설명하는 도면.

  도 9는 중간 영상의 픽셀의 레벨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중간 영상 합성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간 영상 합성을 위한 시간적 평활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중간 영상 합성에 있어

과거 영상과 현재 영상의 반영 정도를 영상의 유형에 따라 적응적으로 조정가능한 시간적 평활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TV 등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보다 풍족한 현실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보되고 있어, 이에 따라 3차원 영상 매체를

필요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상 처리부를 필요로 한다.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는 광학적 접근 및 영상처리적 접근의 두

가지 큰 분야로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3차원 영상 처리 분야는 영상 신호의 압축, 복원, 전송 그리고 합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해오고 있다. 현재 가장 단순한 3차원 정보 단말기인 스테레오(2시점) 방식이 게임 산업이나 의료 산업 등에 적

용되고 있으며, 일본 등은 이를 이용한 3차원 방송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1은 3차원 영상 처리의 개요도이다. 3차원 영상 처리는 물체를 다시점에서 촬상하여 미리결정된 영상 이미지 포맷으

로 구성 및 압축하는 단계, 압축된 영상을 전송받아 압축해제하고 각 시점의 영상으로부터 중간 영상을 합성하는 단계, 합

성된 중간 영상과 전송된 각 시점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싱 단계, 각 시

점의 영상을 조합하여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시청자에 최종적으로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다시점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는 수많은 시점에서 획득된 영상을 필요로 하는데, 대역의 제한에 따라 한정된 시점

에서 획득된 영상만이 전송된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시청자는 특정한 위치에 눈의 위치를 고정해야 하는 시청상의 불편

함을 느끼게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시점의 카메라에서 획득된 영상들로부터 중간 시점의 영상을 합

성하는 중간 영상 합성 기술이 사용된다. 이러한 중간 영상 합성 기술은 J_R. Ohm 에 의해 1997년 10월에 발행된 논문

"An object-based system for steroscopic viewpoint synthesis, IEEE Trans. Circuit and System for Video Tech.

Vol.7, No.5, pp801~811" 및 A. Mancini 에 의해 1998년 1월 24일 발행된 논문 "Robust Quadtree-based disparity

estima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intermediate stereoscopic images, SanJose, USA 1998SPIE" 에 상세히 기술되

어 있다.

  이러한 중간 영상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중간 영상을 합성할 때, 잡음이나 미세한 흔들림에 의한 프레임간 시차 추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차 추정의 차이는 합성된 중간 영상에 존재하는 물체(object)의 경계(edge)에서 많이 발

생하며 이는 사용자에 플리커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플리커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적 평활화 기술(Temporal

smoothing)이 이용된다.

  도 2는 종래의 시간적 평활화 기술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중간 영상은 좌측 영상 및 우측 영상의 두 개 영상으로부터 생성된다. 좌측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기(210)는 과거 시간 T-

1 에서의 좌측 영상 LIT-1 (211) 및 현재 시간 T 에서의 좌측 영상 LIT (212)으로부터 각 시간에 해당하는 좌측 디스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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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벡터 (221,222)를 생성한다. 디스패리티 벡터(disparity vector)는 기준 영상을 기준으로 대상 영상내의 특정 블록이

움직인 변위를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좌측 디스패리티 벡터는 우측 영상을 기준으로 좌측 영상내의 미리결정된 크기의

블록이 이동된 변위를 나타낸다.

  좌측 시간적 평활화부(220)는 생성된 과거 및 현재의 좌측 디스패리티 벡터(221,222)로부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231)를 생성한다.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는 과거에 디스패리티 벡터에 현재의 디스패리티 벡터를 합한 값으로서, 우측

영상을 기준으로 좌측 영상의 특정 블록이 움직인 변위의 누적 값을 나타낸다. DV 밀화부 (230, disparity vector

densifier) 는 특정 블록을 기준으로 생성된 디스패리티 벡터를 픽셀별로 스케일링함으로써 픽셀 디스페리티 벡터(232)를

생성한다.

  우측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과정도 좌측에서의 과정과 동일하다. 우측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기(215), 우측 시간적 평활화

부(225) 및 우측 디스패리티 벡터 밀화부(235)를 통하여 좌측 영상을 기준으로하는 우측 영상의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

(237)가 생성된다.

  디스패리티 벡터 매칭부(240)는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232,237)로부터 매핑 디스패리티 벡터(241)를 생성

한다. 매핑 디스패리티 벡터(241)는 중간 영상을 합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종 디스패리티 벡터이다. 디스패리티 벡터 매

칭부(240)는 먼저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 후 일치한 디스패리티 벡터만을 기준으로 재

스케일링함으로써 중간 영상 디스패리티 벡터(241)를 생성한다. 중간 시점 재구성기(Intermediate View

Reconstruction, IVR) (250)는 중간 영상 디스패리티 벡터(241), 좌측 및 우측 영상 (212,216)으로부터 중간 영상(251)

을 생성한다.

  그러나 종래의 시간적 평활화 기술은 영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시간적 평활화 동작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

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동영상의 상태가 정적일 때는 또는 동영상에 존재하는 정적인 물체에 대해서는 평활화가 원할히

이루어지지만, 동영상의 상태가 동적인 경우에는 시간적 평활화는 오히려 엉뚱한 중간 영상을 합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영상의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시간적 평활화를 적

용함으로써 영상 품질의 저하 없이 중간 영상의 플리커 현상을 제거한 중간 영상 합성 방벙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평활화 장치는, 과거 및 현재 영상을 수신하여 소정의 크기의 블록

별로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disparity vector)를 생성하는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기; 및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과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시간적 평활화부를 포함하고,

상기 시간적 평활화부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mean absolute difference, MAD)에 기초하여 프레

임마다 상이한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 상기 시간적 평활화부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에 기초하여 시간적 평활화 계수(C)를 생성하

는 상관기; 및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평활화 디스패

리티 벡터 생성기를 포함하고,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기는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에 기초하여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의 기여 정도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상관기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을 수신하여, 소정의 크기의 블록을 단위로 블록 매칭을 수행한 후, 매칭되는

블록의 레벨값의 평균 절대값 차이를 생성하는 평균 절대값 차이 생성기; 및 상기 생성된 평균 절대값 차이에 따라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매칭시킨 계수 결정 함수를 이용하여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출하는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중간 영상 합성 장치로서, 좌측(또는 우측의) 영상 소스로부터 추출된 과거 및 현재 영상으로부터 좌측

(또는 우측의)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좌측(또는 우측)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기; 상기 좌측(또는 우측

의) 과거 및 현재 영상과, 좌측(또는 우측의)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좌측(또는 우측) 평활화 디스패리

티 벡터를 생성하는 좌측(또는 우측) 시간적 평활화부; 상기 좌측(또는 우측)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픽셀 별로 스케일

링(scaling)함으로써 좌측(또는 우측) 픽셀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좌측(또는 우측) 디스패리티 벡터 밀화부

(DV densifier); 상기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상기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의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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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cy)를 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는 제거한 후, 일치하는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를 기준으로

스케일링함으로써 최종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디스패리티 벡터 매핑부; 및 상기 좌측 및 우측 현재 영상에 상기 최

종 디스패리티 벡터를 적용함으로써 중간 영상을 생성하는 중간 영상 재구성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중간 영상 합성을 위한 시간적 평활화 방법으로서, 과거 및 현재 영상을 수신하여 소정의 크기의 블록별

로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disparity vector)를 생성하는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 단계; 및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과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시간적 평활화 단계를 포함하

고, 상기 시간적 평활화 단계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mean absolute difference, MAD)에 기초하

여 프레임마다 상이한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중간 영상 합성 방법으로서, 좌측(또는 우측의) 영상 소스로부터 추출된 과거 및 현재 영상으로부터 좌측

(또는 우측의)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좌측(또는 우측)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 단계; 상기 좌측(또는 우

측의) 과거 및 현재 영상과, 좌측(또는 우측의)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좌측(또는 우측) 평활화 디스패

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좌측(또는 우측) 시간적 평활화 단계; 상기 좌측(또는 우측)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픽셀 별로 스

케일링(sclaing)함으로써 좌측(또는 우측) 픽셀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좌측(또는 우측) 디스패리티 벡터 밀

화(DV densifying) 단계; 상기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상기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의

일치여부(consistency)를 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는 제거한 후, 일치하는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를

기준으로 스케일링함으로써 최종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디스패리티 벡터 매핑 단계; 및 상기 좌측 및 우측 현재 영

상에 상기 최종 디스패리티 벡터를 적용함으로써 중간 영상을 생성하는 중간 영상 재구성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평활화

부(300)는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기(310) 및 상관기(320)를 포함한다.

  도 4는 디스패리티 벡터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기(210)는 과거 영상 (211) 및 현재 영상(212)으로부터 현재 및 과거 디스패리티 벡터(221,222)를

생성한다.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221)는 현재 우측 (또는 좌측) 영상을 기준으로 현재 좌측 (또는 우측) 영상의 해당 블록

이 변위된 거리를 나타낸다.

  도 4에서, 물체 Q 및 P 는 2대의 카메라로부터 촬상된다. 이때 2대의 카메라의 위치의 차이 때문에 시각 차이 Θq , Θp 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각 차이 Θq , Θp 는 각각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에서 '변위'로 나타난다. 도 4에서 왼쪽 영상은 왼쪽

카메라가 촬상한 화면을 나타내고, 오른쪽 영상은 오른쪽 카메라가 촬상한 화면을 나타낸다. 왼쪽 영상에서 물체 Q,P 는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치우쳐 있는데 반해, 오른쪽 영상에서 물체 Q,P 는 화면의 왼쪽 부분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스패리티 벡터는 이하 수학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1]

  dp = |dpr -dpl|

  dq = |dqr -dql|

  여기서 dp, dq 는 물체 P,Q 의 디스패리티 벡터, dpr, dqr 는 우측 영상의 기준면으로부터 물체의 거리, dpl,dql 는 좌측 영

상의 기준면으로부터의 물체의 거리를 나타낸다. 도 4에서 기준면은 각 영상의 우측 경계면(boundary)이 사용되었다.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좌측(우측) 영상에서 특정 영역이 우측(좌측) 영상의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를 발견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동일한 레벨값을 가지는 특정 영역이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의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발견하여야

한다.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은 블록 매칭 단계와 디스패리티 벡터 연산 단계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특정 영역은 '블록' 으로

정의되며 미리결정된 수의 픽셀 수를 가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블록은 16*16 의 픽셀 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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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 방법으로서, 쿼드트리-기반 방법(Quadtree-based method)

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쿼드트리-기반 방법에서, 전술한 블록은 계층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쿼드트리-기반 방법은, D.J.

Vaisey 및 A. Gersho 에 의해 1987년 발행된 "variable block-size Image coding, canada & USA" , G.J. Sullivan 및

R.L. Baker 에 의해 1990 년에 발행된 "Efficient Quadtree coding of images and video, UCLA, USA" 및 A. Mancini

및 K. Konrad 에 의해 1998년에 발행된 "Robust Quadtree-based Disparity Estimation for Reconstruction of

Intermediate Stereoscopic Images, INRS Telecomm, canada" 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쿼드트리-기반 방법에서, 하나의 화면은 거대 매크로 블록(large macro block, LMB)으로 분할되고, 거대 매크로 블록은

다시 4개의 중간 서브 블록(medium sub-block, MSB)으로 분할되고, 중간 서브 블록은 다시 4개의 미소 서브 블록(small

sub-block, SSB)으로 분할된다.

  일반적으로, 미소 서브 블록은 4*4 의 픽셀을 가지므로, 중간 서브 블록은 8*8 의 픽셀을 가지며, 거대 서브 블록은

16*16 의 픽셀을 가진다. 1 차적으로 블록 매칭은 거대 매크로 블록을 단위로 수행된다. 그 후 만약 해당 거대 매크로 블록

내의 서브블록들의 평균절대차이 값에 큰 차이가 있으면, 거대 매크로 블록을 4개로 분할한 영역인 중간 서브 블록을 단위

로 블록 매칭이 수행된다. 이 때 동일한 중간 서브 블록이 발견되면 블록 매칭은 종료하고, 만약 중간 서브 블록내의 서브

블록들의 평균절대차이 값에 큰 차이가 있으면 다시 미소 서브 블록 단위로 블록 매칭을 수행한다. 이러한 계층적 블록 매

칭은 연산량의 큰 증가 없이 세밀한 수준까지의 블록 매칭을 수행하여 보다 정밀한 합성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생성된 디스패리티 벡터는 상관기(320)에 입력되어 적응적 시간적 평활화 동작에 이용된다.

  상관기(320)는 과거 좌측 영상(211) 및 현재 좌측 영상(212)을 비교하여 해당 영상이 변화가 많은 동적 동영상인지 필드

간 변화가 적은 정적 동영상인지를 구분한다. 상관기(320)는 MAD 생성기(330) 및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출기(340)를 포

함한다.

  MAD 생성기(330)는 과거 좌측 영상(211) 및 현재 좌측 영상(212) 간에 블록 매칭을 수행한 후 매칭되는 블록의 레벨값

의 평균 절대값 차이(mean absolute difference, MAD)값을 추출한다. 블록 매칭의 수행 단위는 하드웨어 요구조건에 따

라 달라지며, 바람직하게는 16*16 픽셀을 가지는 블록별로 수행된다. MAD 값이 클수록 동적 동영상이다. 블록 매칭의 단

위가 16*16 픽셀인 RGB 색 구조의 경우 MAD 값은 수학식 2에 의해 생성된다.

  [수학식 2]

  MAD(R) = {1 } over {256 } SUM from { {k }=0} to 255 {|R(T)-R(T-1)}|}

  MAD(G) = {1 } over {256 } SUM from { {k }=0} to 255 {|G(T)-G(T-1)}|}

  MAD(B) = {1 } over {256 } SUM from { {k }=0} to 255 {|B(T)-B(T-1)}|}

  MAD(T) = MAD(R) + MAD(G) + MAD(B)

  여기서, R(T), G(T), B(T)는 현재 영상의 k번째 픽셀에 대한 R,G,B 의 각각의 레벨값, R(T-1), G(T-1), B(T-1)는 과거

영상의 k번째 픽셀에 대한 R,G,B 의 각각의 레벨값, MAD(R), MAD(G), MAD(B)는 R,G,B 각각에 대한 MAD 값이고,

MAD(T) 는 해당 블록의 전체 MAD 값이다.

  또한 만약 색 구조(color scheme)가 4:2:2 의 YUV 라면, MAD 값은 수학식 3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수학식 3]

  MAD(Y) = { 1} over {256 } SUM from { {k }=0} to 255{|Y(T)-Y(T-1)|}

  MAD(U) = { 1} over {128} SUM from { {k }=0} to 127{|U(T)-U(T-1)|}

  MAD(V) = { 1} over {128} SUM from { {k }=0} to 127{|V(T)-V(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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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T) = MAD(Y)+MAD(U)+MAD(V)

  여기서, Y(T), U(T), V(T)는 현재 영상의 k번째 픽셀에 대한 Y,U,V 의 각각의 레벨값, Y(T-1), U(T-1), V(T-1)는 과

거 영상의 k번째 픽셀에 대한 Y,U,V 의 각각의 레벨값, MAD(Y), MAD(U), MAD(V)는 Y,U,V 각각에 대한 MAD 값이고,

MAD(T) 는 해당 블록의 전체 MAD 값이다.

  도 6은 시간적 평활화 계수의 생성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출기(340)는 MAD 생성기(330)로부터 MAD 값을 수신하여 해당 프레임의 시간적 평활화 계수 C

(341)를 생성한다. 시간적 평활화 계수(341)는 과거 영상과 현재 영상의 비교에 의해 프레임마다 결정되는 특정값이다. 본

발명의 사상에 따라, 시간적 평활화 계수가 크면 동적 동영상이며, 시간적 평활화 계수가 작으면 정적 동영상이다.

  도 6에서, Elow 및 Ehigh 는 각각 해당 프레임의 최소 및 최대 MAD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용된 레벨값의 범위가 256

이라면 최대 MAD 값은 255 이하이며, 최소 MAD 값은 0 이상의 값을 가진다.

  Cmax 및 Cmin 는 최대 및 최소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나타낸다. 최대 시간적 평활화 계수는 해당 프레임이 최소 MAD

값을 가질 때의 시간적 평활화 계수이다. 이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며 프레임의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

다. Cmax 값을 1 에 가깝게 설정할수록 중간 영상의 생성에 과거 영상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화면의 정적 성향

이 가까울수록 1 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생성된 MAD 값(331)이 0 내지 Elow 의 범위에 있다면, 시간적 평활화 계수 C (341)는 Cmax 값으로 고정된다. 또한 생성

된 MAD 값(331)이 Ehigh 이상의 범위에 있다면, 시간적 평활화 계수 C (341)는 Cmin 값으로 고정된다. 생성된 MAD 값

(331)이 Elow 내지 Ehigh 의 범위에 있는 경우, 시간적 평활화 계수(341)는 평활화 계수 결정 함수 F(E)에 의해 정해진다.

이를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수학식 4 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4]

  C = Cmax, E < Elow 인 경우

  C = f(E), Elow <= E <= Ehigh 인 경우

  C = Cmin, E > Ehigh 인 경우

  평활화 계수 결정 함수 f(E)는 MAD 값과 시간적 평활화 계수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임의의 함수 중에서 선택될 수 있

다. 이는 정적 동영상일수록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큰 값으로 선택하기 위함이다. 평활화 계수 결정 함수 f(E)는 1차 함수,

2차 함수 또는 최대 및 최소값에서 비선형적으로 포화값을 가지는 비선형 함수 등이 가능하다. 도 6의 실시예에서, 평활화

계수 결정 함수 f(E)는 일차 함수가 사용되었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평활화 계수 결정 함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의 실시예에서, 평활화 계수 결정 함수는 그 출력값이 양자화된 값을 가지는 함수이다. MAD 값이 E1 내지 E2 값을

가지면, 평활화 계수 C 는 C1 값을 가지고, E2 내지 E3 값을 가지면, 평활화 계수 C 는 C2 값을 가지고,... 이러한 방식의

매핑이 계속된다. 이러한 평활화 계수 결정 함수를 사용하면, 곱하기 연산 없이 매핑 테이블등으로 구현할 수 있으므로, 하

드웨어적 구현이 용이하다.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기(310)는 시간적 평활화 계수(341), 과거 디스패리티 벡터(221)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

(222)를 수신하여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311)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는 수학

식 5 에 의해 생성된다.

  [수학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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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smoothed = C * DVprevious + (1-C) * DVpresent

  여기서 DVsmoothed 는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DVprevious 및 DVpresent 는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 C 는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나타낸다.

  수학식 5 에 따라, 시간적 평활화 계수가 높을수록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는 과거 디스패리티 벡터의 값이 많이 반영된

다. 따라서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이용하여 합성된 중간 영상은 시간적 평활화 계수가 높을수록 과거 영상이 더욱 많

이 반영된다. 시간적 평활화 계수는 각 프레임 마다 생성되므로 프레임마다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생성된 중간 영상은 각 프레임마다 과거 영상 또는 현재 영상을 반영한 비율이 상이하게 된다. 따라서 적응

적 중간 영상 합성이 가능하다.

  도 3 내지 도 7에서는 좌측 영상에 대해서만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 방법이 설명되었지만, 우측 영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가 생성된다.

  DV 밀화부(230,235), DV 매핑부(240) 및 중간 영상 재구성부(250) 에서의 동작은 도 2에서의 동작과 동일하다.

  DV 밀화부(230,235)는 각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231,236)를 수신하여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232,237)를 생성한

다. 시간적 평활화부에서 생성된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231,236)는 최소 4*4 픽셀을 가지는 블록(SSB) 에 대해 계산된

디스패리티 벡터이다. 따라서 중간 영상 합성을 위해서는 픽셀별로 레벨값을 결정하기 위해, 디스패리티 벡터를 각 픽셀

단위로 밀화(densify)할 필요가 있다. 밀화 동작은 우선 블록(SSB,MSB,LSB)으로 생성된 디스패리티 벡터를 양 말단값

(end value)을 정의하고, 양 말단값사이에 필요한 픽셀 수만큼 새로운 값을 부여하는 스케일링(scaling) 방법에 의해 수행

된다. 이 때 새로운 값은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평균값이다.

  DV 매핑부(240)는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232,237)를 수신하여 최종 디스패리티 벡터(241)를 생성한다.

DV 매핑부(240)는 우선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232,237)의 일치여부(consistency)를 검사하고, 일치하는 디

스패리티 벡터만 남겨두고 일치하지 않는 디스패리티 벡터는 제거한다. 다음으로, 남겨진 디스패리티 벡터를 양 말단값으

로 하여 스케일링한다. 따라서 일치하는 디스패리티 벡터를 기준으로 새로운 디스패리티 벡터(241)가 픽셀마다 생성된다.

  중간 영상 재구성부 (250) 는 최종 디스패리티 벡터(241), 좌측 영상(212) 및 우측 영상(216)을 수신하여 중간 영상

(251)을 생성한다. 중간 영상 재구성 동작에는 중간 시점 재구성(Intermediate View Reconstruction) 방법이 이용된다.

  도 8은 중간 시점 재구성 방법의 개념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에서, 좌측 영상 LI 및 우측 영상 RI 는 물체 A1,A2,A3 를 시각 left,right 에서 촬상한 경우 생성된 영상을 나타낸다.

좌측 영상 LI 는 4개의 하부 영역 L1,L2,L3,L5 로 구성된다. 영역 L1,L5 는 배경 영역이며, 영역 L2 는 물체 A2를 좌측 시

점에서 촬상한 영역, 영역 L3 는 물체 A1을 좌측 시점에서 촬상한 영역이다. 물체 A3 는 좌측 시점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

에 좌측 영상 LI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측 영상 RI 는 4개의 하부 영역 R1,R3,R4,R5 로 구성된다. 영역 R1,R5 는 배경

영역이며, 영역 R3 는 물체 A1를 우측 시점에서 촬상한 영역, 영역 R4 는 물체 A3를 우측 시점에서 촬상한 영역이다. 물

체 A2 는 우측 시점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측 영상 RI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도 8에서 화살표는 디스패리티 벡터를 나타낸다. 디스패리티 벡터는 각 영역에 속하는 픽셀이 이동된 거리 및 방향을 나

타내므로 이러한 정보로부터 중간 영상의 어느 위치에 어떠한 레벨값을 가지는 픽셀이 대응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역 L1 는 영역 R1 에 대응되므로, 중간 영상의 영역 M1 은 영역 L1,R1 및 영역 L1,R1 영역에 포함된

픽셀의 최종 디스패리티 벡터(241)로부터 중간 영상의 영역 M1를 생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L3,L5 는 R3,R5 로 대응되

므로, 이에 해당하는 중간 영상의 영역 M3,M5 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된다.

  좌측 영상 LI 는 물체 A3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체 A3 에 해당하는 중간 영상의 영역 M4 는 우측

영상의 영역 R4 및 영역 R4 의 최종 디스패리티 벡터만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우측 영상 RI 는 물체 A2 에 대

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체 A2 에 해당하는 중간 영상의 영역 M2 는 좌측 영상의 영역 L2 및 영역 L2 의 최

종 디스패리티 벡터만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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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는 중간 영상의 픽셀의 레벨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에서 픽셀의 대응되는 위치가 결정되면,

그 위치에 어떠한 레벨값을 가지는 중간 영상을 생성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레벨값의 결

정은 이하 수학식 6을 통해 결정된다.

  [수학식 6]

  MI[x+α* dk(x,y), y] = (1-α)* LI[x,y] + α* RI[x+dk(x,y), y]

  여기서 LI, RI, MI 는 각각 좌측 영상, 우측 영상 및 중간 영상의 해당 픽셀에서의 레벨값이며, dk(x,y)는 해당 픽셀의 디

스패리티 벡터로부터 추출된 x 방향의 변위를 나타내고, α 는 중간 영상 합성 계수를 나타낸다. 도 9에서 좌우 방향만의 이

동이 있었으므로, x 방향으로의 변위만이 고려되었고, 수학식은 좌측 영상의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생성하였다.

  중간 영상 합성 계수 α 는 중간 영상의 합성에 있어서 좌측 영상 및 우측 영상의 레벨값을 반영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α

는 0 내지 1 의 범위를 가진다. 만약 α = 0.5 라면 좌측 영상의 해당 픽셀의 레벨값과 우측 영상의 해당 픽셀의 레벨값의 평

균값이 중간 영상의 해당 픽셀의 레벨값이 된다. 만약 α <0.5 라면, 중간 영상의 해당 픽셀의 레벨값 생성에 좌측 영상의

해당 픽셀의 레벨값이 더욱 많이 반영되고, α >0.5 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중간 영상 합성 계수 α 는 생성되는 중간 영상의 수를 결정한다. 만약 생성하고자 하는 중간 영상의 수가 하나 이상이라면

다양한 α 값을 가지는 중간 영상을 여러 개 생성한다. 즉 하나이상의 중간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시점 재구성부

(250)에서 α 값만 변경하여 중간 영상을 반복생성하면 되고, 그 이전의 동작들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중간 영상 합성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중간 영상 합성 장치는, 전처리부(400)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전처리부(pre-processor,

400)는 좌측 또는 우측 영상 처리 과정 중 어는 한 쪽에만 위치한다. 도 10의 실시예에서 전처리부(400)는 우측 영상 처리

부에 위치하였다. 전처리부(400)는 DV 추정기(215)의 앞단에 위치한다.

  스테레오 카메라의 CCD 및 광학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좌우 영상 신호의 휘도 및 색상에 차이는 디스패리티 추

정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 어느 한쪽 영상을 기준으로 다른쪽 영상의 휘도 또는 색상 신호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정을 위해, 전처리부(400)는 현재 우측 및 좌측 영상 LIT, RIT 를 수신하여 보정된 우측 영상 RIT'를 생성한다.

이러한 보정은 영상의 휘도 및 색상 신호에 대해 이득(gain) 및 오프셋(offset)을 조정함으로써 수행된다. 여기서 이득 및

오프셋이란 영상의 특정 라인의 레벨값 분포를 나타내는 특성 그래프로부터 추출된다. 이득 및 오프셋 조정은 이하 수학식

7 으로 표현된다.

  [수학식 7]

  RIT' = G * RIT + F

  여기서 G, F 는 좌측 영상을 기준으로 한 우측 영상의 이득 및 오프셋 보정값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중간 영상 합성 장치는, 공간적 평활화 및 영외 보정부(410)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공간

적 평활화 및 영외 보정부(410)는 시간적 평활화부(310,315) 와 DV 밀화부(230,235)사이에 위치한다.

  공간적 평활화(spatial smoothing)는 특정 블록에 대해 생성된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231,236)가 주변의 다른 블록의

디스패리티 벡터에 비해 과도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 이를 평균값등의 적절한 값으로 변환한다. 공간적 평활화는 일반적으

로 메디언 필터(median filter)등을 통해 수행된다. 영외 보정(Outlier correction)은 미리결정된 범위의 수치를 벗어나는

값들은 제거하는 필터링을 통해 영상 매칭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디스패리티 벡터를 제거한다. 이러한 공간적 평활화 및 영

외 보정은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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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시간적 평활화 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영상의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시간적 평활화

를 적용함으로써 영상 품질의 저하 없이 중간 영상의 플리커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간 영상 합성을 위한 시간적 평활화 장치에 있어서,

  과거 및 현재 영상을 수신하여 소정의 크기의 블록별로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disparity vector)를 생성하는 디

스패리티 벡터 추정기; 및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과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시

간적 평활화부를 포함하고,

  상기 시간적 평활화부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mean absolute difference, MAD)에 기초하여 프

레임마다 상이한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평활화부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에 기초하여 시간적 평활화 계수(C)를 생성하는 상관기; 및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

성기를 포함하고,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기는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에 기초하여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의 기여

정도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기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을 수신하여, 소정의 크기의 블록을 단위로 블록 매칭을 수행한 후, 매칭되는 블록의 레벨값의 평

균 절대값 차이를 생성하는 평균 절대값 차이 생성기; 및

  상기 생성된 평균 절대값 차이에 따라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매칭시킨 계수 결정 함수를 이용하여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

출하는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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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은 RGB 색 구조(color scheme)를 가지며,

  상기 평균 절대값 차이 생성기는, 현재 영상의 k번째 픽셀에 대한 R,G,B 의 각각의 레벨값 R(T), G(T), B(T)과 과거 영

상의 k번째 픽셀에 대한 R,G,B 의 각각의 레벨값 R(T-1), G(T-1), B(T-1)의 차이의 평균값에 기초하여 평균 절대값 차

이를 생성하는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은 4:2:2 의 YUV 색 구조(color scheme)를 가지며, 상기 평균 절대값 생성기

는, 현재 영상의 k번째 픽셀에 대한 Y,U,V 의 각각의 레벨값 Y(T), U(T), V(T)과 과거 영상의 k번째 픽셀에 대한 Y,U,V

의 각각의 레벨값 각각의 차이의 평균값을 기초로하여 평균 절대값 차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상기 평균 절대값 차이와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상기 평균 절대값 차이가 임계 범위를 가지며, 상기 임계 범위보다 큰 범위에서

의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1차 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2차 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임계 범위 이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에서 포화 곡선을 가지는 비선형 함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상기 평균 절대값 차이와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는 양자화된 관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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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기는,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가 클수록 상기 과거 디스패리티 벡터

의 기여 정도가 크도록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기는, 이하 수학식

  DVsmoothed = C * DVprevious + (1-C) * DVpresent

  에 따라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고,

  여기서 DVsmoothed 는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DVprevious 및 DVpresent 는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 C 는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나타내는 장치.

청구항 14.

  중간 영상 합성 장치에 있어서,

  좌측 및 우측의 영상 소스로부터 추출된 과거 및 현재 영상으로부터 좌측 및 우측의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

성하는 좌측 및 우측 디스패리티 벡터 추정기;

  상기 좌측 및 우측의 과거 및 현재 영상과, 좌측 및 우측의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좌측 및 우측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좌측 및 우측 시간적 평활화부;

  상기 좌측 및 우측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픽셀 별로 스케일링(sclaing)함으로써 좌측 및 우측 픽셀 평활화 디스패리

티 벡터를 생성하는 좌측 및 우측 디스패리티 벡터 밀화부;

  상기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상기 좌측 및 우측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의 일치여부를 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는 제거한 후, 일치하는 픽셀 디스패리티 벡터를 기준으로 스케일링함으로써 최종 디

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디스패리티 벡터 매핑부; 및

  상기 좌측 및 우측 현재 영상에 상기 최종 디스패리티 벡터를 적용함으로써 중간 영상을 생성하는 중간 영상 재구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평활화부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MAD)에 기초하여 프레임마다 상이한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평활화부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에 기초하여 시간적 평활화 계수(C)를 생성하는 상관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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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

성기를 포함하고,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는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에 기초하여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의 기여 정도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기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을 수신하여, 소정의 크기의 블록을 단위로 블록 매칭을 수행한 후, 매칭되는 블록의 레벨값의 평

균 절대값 차이를 생성하는 평균 절대값 차이 생성기; 및

  상기 생성된 평균 절대값 차이에 따라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매칭시킨 계수 결정 함수를 이용하여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

출하는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상기 평균 절대값 차이가 임계 범위를 가지며, 상기 임계 범위보다 큰 범위에

서의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기는, 이하 수학식

  DVsmoothed = C * DVprevious + (1-C) * DVpresent

  에 따라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고,

  여기서 DVsmoothed 는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DVprevious 및 DVpresent 는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 C 는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나타내는 장치.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좌측 및 우측 현재 영상을 수신하여 상기 좌측 또는 우측 현재 영상 중 어는 한쪽을 기준으로 다

른 한쪽 영상의 레벨값을 보정함으로써 보정된 좌측 또는 우측 현재 영상을 생성하는 전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처리부는,

  상기 다른 한쪽 영상의 레벨값에 대해 이득 및 오프셋 값을 조정함으로써 보정된 좌측 또는 우측 현재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등록특허 10-0524077

- 12 -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평활화부로부터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공간 평활화(spatial

smoothing) 및 영외 보정(outlier correction))을 수행하는 공간적 평활화 및 영외 보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적 평활화는 메디언 필터(median filter)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영상 재구성부는 중간 시점 재구성 방법(Intermediate View Reconstruction, IVR)을 수

행함으로써 상기 중간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중간 영상 합성을 위한 시간적 평활화 방법에 있어서,

  과거 및 현재 영상을 수신하여 소정의 크기의 블록별로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disparity vector)를 생성하는 디

스패리티 벡터 추정 단계; 및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과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시

간적 평활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시간적 평활화 단계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mean absolute difference, MAD)에 기초하여

프레임마다 상이한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평활화 단계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에 기초하여 시간적 평활화 계수(C)를 생성하는 상관(correlating) 단계; 및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를 수신하여 시간적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

성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 단계는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에 기초하여 상기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의 기

여 정도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 단계는,

  상기 과거 및 현재 영상을 수신하여, 소정의 크기의 블록을 단위로 블록 매칭을 수행하여 매칭되는 블록의 레벨값의 평균

절대값 차이를 생성하는 평균 절대값 차이 생성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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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생성된 평균 절대값 차이에 따라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매칭시킨 계수 결정 함수를 이용하여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

출하는 시간적 평활화 계수 검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상기 평균 절대값 차이와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가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상기 평균 절대값 차이가 임계 범위를 가지며, 상기 임계 범위보다 큰 범위에

서의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1차 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임계 범위 이상의 평균 절대값 차이에서 포화 곡선을 가지는 비선형 함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 결정 함수는, 상기 평균 절대값 차이와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는 양자화된 관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 단계는, 상기 시간적 평활화 계수가 클수록 상기 과거 디스패리티

벡터의 기여 정도가 크도록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생성 단계는, 이하 수학식

  DVsmoothed = C * DVprevious + (1-C) * DVpresent

  에 따라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서 DVsmoothed 는 평활화 디스패리티 벡터, DVprevious 및 DVpresent 는 과거 및 현재 디스패리티 벡터, C 는 시간적

평활화 계수를 나타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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