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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포인트 클라우드는 다수의 3D 포인터를 사용한 3D 데이터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이며, 멀티미디어 획득 및 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포인트 클라우드는 3D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포인트 클라우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압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 표준화 단체
인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효율적인 압축을 위하여 Video based Point Cloud 
Compression(V-PCC)와 Geometry based Point Cloud Coding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 중 V-PCC는  기존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EVC) 표준을 활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압축하여 활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V-PCC에 사용하는 HEVC 코덱을 2020년 7월 표준화 완료될 예정인 Versatile Video Coding으로 대체하여 V-PCC의 압축 
성능을 더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론

포인트 클라우드는 다수의 3D 포인터를 사용한 3D 데이터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멀티미디어 획득 및 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
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3D객체 
및 장면과 같은 3D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현재 
포인트 클라우드는 카메라와 깊이 센서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구성하며 
캡쳐된 포인트 수에 따라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의 해상도가 달라지게 
된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 표현하는 장면이나 객체는 방대한 양의 데
이터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압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 표준
화 기구인 ISO/IEC JTC1/SC29/WG11 산하의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 Immersive(MPEG-I)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
터의 효율적인 압축을 위하여 Geometry based Point Cloud 
Coding(G-PCC)와 Video based Point Cloud Compression(V-PCC)
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G-PCC는 3D 공간에서 기존 2D 컨텐츠의 압축방법과는 다른 새로
운 방식으로 압축을 진행하며 주로 정적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를 대상
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G-PCC의 경우 객체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움직
임 추정 및 보상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되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압축 성능에 한계가 있다.  

V-PCC는 기존의 비디오 코덱을 활용하여 3 차원 데이터 압축을 진
행하는 방법으로, 입력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2D 공간으로 투영하고 이
를 H.264/AVC, HEVC와 같은 전통적인 2D 비디오 코덱을 활용하여 
압축한다. 복호화 과정에서는 압축된 2D 공간 데이터를 복호하고 이를 

3D 공간으로 투영하여 복원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V-PCC는 전통적인 
비디오 코덱을 활용하여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V-PCC의 표준화 과정은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EVC)
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HEVC test Model(HM)을 사용하고 있다. HEVC
는 2013년 제정된 표준으로 ITU-T VCEG 및 ISO/IEC MPEG의 협력팀
인 JCT-VC에서 제정한 표준이다. HEVC 이후 ITU-T VCEG 및 
ISO/IEC MPEG은 JVET이라는 협력팀을 다시 구축하여 Versatile 
Video Coding(VVC)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표준
이 제정될 예정으로 VVC는 HEVC 대비 약 30~40%의 성능향상을 보인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V-PCC의 전통적인 2D 비디오 코덱으로 
VVC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다 높은 부호화 효율로 포인트 클라우드 콘
텐츠를 부호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 적용되
는 V-PCC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고 VVC를 활용한 V-PCC 방법을 설
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 방법의 실험결과를 보이고 이를 분석한다. 4장
에서는 제안방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2. V-PCC의 구조 및 VVC를 사용한 V-PCC 방법

1) V-PCC의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 구조
본 절에서는 V-PCC의 부호화기 구조 및 복호화기의 기본적인 구조

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1은 V-PCC의 부호화기 구조를 나타낸 것이
다. V-PCC의 부호화 과정은 먼저 입력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2D 공간
으로 투영하고 패치를 생성한다. 생성된 패치들은 2차원 평면에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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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 결과로 포인트 클라우드에 포인트가 존재하는 픽
셀에 대하여 포인트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occupancy map, 픽셀의 
기하 정보를 저장하는 geometry map, 그리고 픽셀의 색상 정보를 저
장하는 texture image가 생성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패치의 크기, 
각 패치의 투영 정보와 같은 부호화 및 복호화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전송하고 3종류의 2D 영상의 부호화기에 전달할 수 있다. 생성된 
occupancy map, geometry map, texture image는 각각 전통적인 
비디오 코덱을 사용하여 부호화된다. 단, occupancy map은 일반적으
로 손실이 없는 부호화 과정을 사용하여 부호화된다.

그림 2는 V-PCC의 복호화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복호화기는 부
호화기의 역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부호화된 3종류의 2D 영상을 
복호화하여 복원된 2D 영상을 획득한다. 그 후 복원된 영상과 패치 정보
를 토대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재구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occupancy map을 사용하여 각 2D 영상에 실제 포인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geometry map을 통해 3D 포인트 위치를 구하
며 마지막으로 texure image를 통해 해당 포인트의 색상 값을 복원할 
수 있다.

2) VVC를 사용한 V-PCC 방법
본 절에서는 MPEG-I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Test Model Category 

2(TMC2)[2]에서 VVC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TMC2의 부호
화기 및 복호화기의 기본적인 구조는 상기 언급한 V-PCC의 기본구조와 
같다. 단, 현재 표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비디오 코덱은 H.264/AVC, 
HEVC와 같은 다양한 비디오 코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TMC2
는 다양한 비디오 코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부호화
기 및 복호화기 옵션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비디오 코덱에 맞도록 수
정이 필요하다. 특히, TMC2의 복호화 과정은 별도의 수정작업이 없다
면 HEVC 이외의 코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복호화 과정에서 각 영상
(occupancy map, geometry map, texture image)의 크기를 알기 
위하여 해당 비디오의 Sequcne Parameter Set(SPS)을 분석해야 하며 
TMC2에서는 HEVC의 SPS만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MC2 소프트웨어에서 HEVC의 SPS를 분
석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VVC의 SPS를 분석하는 방법을 삽입하여 
TMC2 상에서 VVC를 사용한 V-PCC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VVC를 활용한 V-PCC 방법은 MPEG-I PCC 

그룹에서 제공하는 TMC2의 9.1버전에 구현하고, Common Test 
Condition)[3]을 기준으로 실험하였다. 단, occupancy map의 경우 하
나의 픽셀에 8비트를 사용하도록 precision 옵션을 1로 고정하여 실험
하였다. 또한 현재 VVC는 3D 정보에 기반한 움직임 추정 및 보상 방법
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끄고 실험하였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VVC를 활용한 V-PCC 방법의 성능
을 BD-rate(Bjontegaard Delta bitrate)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은 HEVC를 활용한 V-PCC 방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부호
화 효율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전체적인 성능이 전통적인 2D 
자연영상에 대한 HEVC와 VVC의 성능차이가 30~35%정도인 것과 비교
하여 낮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V-PCC 구조 상에서 VVC 
코덱에서 처리하는 2D 영상이 자연영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영상이기 
때문에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비디오 코덱을 활용하여 3D 데이터를 압축
할 수 있는 V-PCC 기술에 대해 분석하였다. V-PCC는 기존의 비디오 
코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MPEG-I에서 제공하는 V-PCC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TMC2에서는 HEVC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
서는 TMC2에서 VV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실제로 3D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실험 결과, VVC를 
활용한 V-PCC 방법은 HEVC를 활용한 V-PCC 방법에 비해 더 높은 압
축 효율을 보일 수 있음을 보였다. 추후에는 occupancy map의 
precision 옵션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VVC에 3D 정보에 
기반한 움직임 추정 및 보상 방법을 구현하여 보다 높은 부호화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V-PCC 인코더의 구조[1] 그림 2 V-PCC 디코더의 구조[1]

Class D1(%) D2(%) Y(%) U(%) V(%)

loot -18.9 -21.3 -20.8 -44.4 -33.6
redandblack -15.3 -18.3 -29.1 -41.1 -25.0

soldier -21.7 -25.1 -23.5 -51.0 -50.5
longdress -18.0 -21.3 -24.7 -42.6 -31.7
Average -18.5 -21.5 -24.5 -44.8 -35.2

표 1 HEVC 대비 VVC를 사용한 V-PCC 부호화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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