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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발명은 깊이맵 추정장치와 방법, 이를 이용한 중간 영상 생성 방법 및 다시점 비디오의 인코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화소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세그멘트로 영역을 분할하고, 3

차원 워핑 기법과 확장된 경사도 맵이 반영된 자체 적응 함수를 이용하여 세그멘트 단위의 초기 

깊이맵을 얻은 후, 신뢰확산 방법을 세그멘트 단위로 수행하여 초기 깊이맵을 정제함으로써, 오

차를 줄이고 복잡도를 감소시키며 외부 영향에 강인한 깊이맵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깊이맵으

로 중간 영상을 생성하고 다시점 비디오의 부호화에 활용함으로써 부드러운 시점 전환과 향상된 

부호화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깊이맵 추정장치와 방법, 이를 이용한 중간 영상 생성 방법 및 다시

점 비디오의 인코딩 방법에 관한 것이다.
깊이맵, 세그멘트, 3차원 워핑, 경사도 맵, 신뢰확산, 중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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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표청구항

1

(a) 화소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세그멘트로 영역을 분할하는 단계;

(b) 3차원 워핑 기법과 확장된 경사도 맵이 반영된 자체 적응 함수를 이용하여 세그멘트 단위

의 초기 깊이맵을 얻는 단계; 및

(c) 신뢰확산 방법을 세그멘트 단위로 수행하여 초기 깊이맵을 정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맵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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