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이 논문에서는 초다시점 비디오의 국제 표준화 동향을 소개한

다. 초다시점 비디오는 기존 기술인 다시점 비디오와 비교하여 

많게는 10배가 넘는 시점의 수를 지닌다. 따라서 초다시점 비디

오를 통한 실감적인 3차원 영상의 재현은 차세대 영상 기술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초다시점 비디오는 굉장히 많은 시

점의 영상 정보 때문에 데이터양이 매우 커서 이를 전송하거나 

저장하려면 초다시점 비디오 데이터의 효과적인 압축 기술이 

필수적이다. 최근 여러 국가의 기업과 연구소에서는 초다시점 

비디오의 압축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제 표준화 작

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Ⅰ. 서 론

다시점 비디오(multi-view video)는 보통 7~10개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는 반면, 초다시점 비디오(super multi-view 

video, SMV)는 일반적으로 80개 이상 시점을 찍은 비디오를 

말한다. 초다시점 비디오는 다시점 비디오에 비해 더욱 많은 시

점의 영상을 바탕으로 3차원 영상을 재현할 때 훨씬 효과적이

다[1][2][3]. 시점의 수가 많을수록 3차원 영상의 질이 높은 이

유는 임의시점 영상을 합성했을 때 화질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3차원 영상 시청 환경에서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영상이 부드럽게 이어지게 되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눈의 피로

도가 감소할 수 있다. 3차원 TV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이상적인 시청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

나도 3차원 영상이 왜곡되거나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초다시점 비디오는 다시점 비디오의 한계를 넘기 위해 개발되

기 시작했는데, 비용적인 문제로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실험하

는 연구소나 기업은 별로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NICT 

연구소와 Nagoya 대학, 벨기에의 Hasselt 대학 등이 있다[4]. 

초다시점 비디오를 생성하는 방법은 카메라 시스템, 컴퓨터 

그래픽스(CG), 광선추적(raytrace) 방식 등이 있다. ISO/IEC 

산하의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는 현재 6개의 초다시점 비디오 시퀀스를 사용 중이

다. <표 1>은 초다시점 비디오 실험 콘텐츠의 제작 기관, 시퀀

스 이름, 시점 수, 제작 방식 등을 보여준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광선추적 방식으로 생성한 시퀀스는 올바

른 깊이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시퀀스는 시점 

간 연관성을 이용하여 깊이 데이터를 따로 생성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로 생성한 깊이영상 데이터가 다른 방

식에 비해 보다 정확한 깊이값을 나타낸다.

표 1. MPEG 초다시점 비디오 실험 콘텐츠

제작 기관 시퀀스 이름 시점 수 제작 방식

NICT Bee 185 CG

Hasselt San	Miguel 200 광선추적

Nagoya Champagne	Tower 80 카메라

Nagoya Pantomime 80 카메라

Nagoya Dog 80 카메라

NICT Shark 185 CG

<그림 1>은 일본 Nagoya 대학이 “Champagne Tower”, 

“Pantomime”, “Dog”를 촬영할 때 사용한 카메라 시스템이다 

[5][6][7]. 80개의 카메라를 5 cm 간격으로 1차원 평행 배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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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goya 대학의 카메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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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설치했다. 

<그림 2>는 Nagoya 대학이 그림 1의 카메라 시스템으로 촬영

한 시퀀스 “Champagne Tower”의 색상영상과 깊이영상이다. 

색상영상 시점의 수는 80개이며, 깊이영상은 깊이영상 추정 소

프트웨어(depth estimation reference software, DERS)를 통

해 생성했다. 

<그림 3>은 일본 NICT 연구소에서 제작한 “Bee”시퀀스이다 

[8][9][10]. 이 시퀀스는 185개 시점 모두 색상영상과 깊이영상 

데이터를 제공한다. 컴퓨터 그래픽스로 생성했기 때문에 다양

한 텍스쳐를 표현한다. 또한 “Champagne Tower” 깊이영상 

생성에 사용한  DERS 방식에 비교했을 때, 컴퓨터 그래픽스로  

생성한 깊이 데이터에 비해 더 연속성있고 왜곡이 없는 깊이영

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벨기에 Hasselt 대학이 제작한 “San Miguel”시

퀀스이다[11][12][13]. 색상영상과 깊이영상 모두 시점 200개의 

데이터로 광선 추적 방식으로 생성되었다. 광선 추적 방식은 실

사의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스로 옮겨놓은 듯한 화질을 보인다. 

컴퓨터 그래픽스 또는 광선 추적 방식으로 생성한 깊이 데이터

는 ground truth 데이터라고도 불린다. 이는 DERS처럼 영상 

간 상관성 기반으로 깊이값이 추정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영

상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직접 정확한 깊이값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Ⅱ. 다시점 비디오 압축 기술

MPEG FTV(Free-viewpoint TV) AHG(Ad-hoc Group)에

서는 현재까지는 초다시점 비디오의 압축을 위해 새롭게 개발

된 기술은 없고, 기존 다시점 비디오 압축 기술을 어떻게 확장

그림 2. Nagoya 대학이 제작한 “Champagne Tower”

그림 3. NICT 연구소가 제작한 “Bee”

그림 4. Hasselt 대학 제작의 “San Mig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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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 장에서는 다

시점 비디오 부호화(multi-view video coding, MVC) 기술 및 

가장 최신에 개발된 부호기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을 3차원 및 다시점 비디오 부호기로 확장한 기술들을 

살펴본다.

1.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다시점 비디오는 단일 시점에서 사용한 시간적 예측 구조와 

더불어 공간적 예측 구조도 이용한다. 압축된 데이터는 복호기 

단에서 복호된 후, 2차원 스테레오 또는 다시점 비디오 디스플

레이 등을 이용하여 재생된다. <그림 5>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

화의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측 구조는 

시점 축으로는 I-B-P-B-P 구조이며, 시간 축으로의 예측은 

계층적 B 화면인 구조이다. <그림 6>은 계층적 B 화면을 이용

한 사용한 시-공간적 예측 구조를 표현한다.  

Sn은 n번째 시점의 카메라이고, Tn은 시간적으로 n번째 화면

을 의미한다. 화살표는 각 화면 간의 참조 관계이다. 시-공간적 

예측 구조에 대한 부호화는 각 시점별로 따로 수행된다. I-B-

P-B-P 구조에서 I 시점인 S0을 처음 부호화하고, 이의 복원 

영상을 이용하여 P 시점인 S2를 부호화한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S0과 S2의 복원 영상을 통해 B 시점인 S1을 부호화한다. 

GOP(Group of Pictures)는 실험 영상에 따른 시간적 상관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는 H.264/AVC(Advanced Video 

Coding)를 기본 부호기로써 이용한다. H.264/AVC에서는 시

점 간의 상관도를 고려하지만, 깊이영상과 색상영상의 상관도

를 이용하지 않는다. 깊이영상과 색상영상은 움직임 등이 유사

한데, 이러한 상관도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3D-HEVC에서

는 사용된다. 하지만 모든 초다시점 비디오에서 깊이영상이 존

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3D-HEVC를 항상 사용할 수는 없다. 컴

퓨터 그래픽스나 광선추적 방식으로 초다시점 비디오를 생성하

면 정확한 깊이 데이터 생성이 용이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해 제

작할 때는 깊이 데이터를 예측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2. MV-HEVC 와 3D-HEVC

HEVC는 MPEG과 ITU-T 산하의 VCEG(Video Coding 

Experts Group)이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그룹으로 함께 개발한 비디오 부호기이다. 기존 

부호기로 널리 쓰인 H.264/AVC에 비해 약 2배 향상된 압축 성능

을 제공한다. 이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시장에서 고해상도 영상이 

이용되는 UHD-TV(Ultra High Definition TV)에 실용적이다.

MV-HEVC(Multi-view HEVC)와 3D-HEVC는 각각 다

시점 부호화 및 3차원 비디오 압축이 가능하게 기존 HEVC를 

확장한 부호기이다. 이는 MPEG과 VCEG이 JCT-3V(Joint 

Collaborative Team on 3D Video Coding Extension 

Development) 그룹을 통해 만들었다. 

MV-HEVC와 3D-HEVC의 가장 큰 차이는 깊이영상의 압

축 유무이다. MV-HEVC는 여러 시점의 색상영상을 압축하고, 

3D-HEVC는 깊이영상과 색상영상의 상관도를 이용하여 압축하

는 부호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MV-HEVC는 3D-HEVC

에서 깊이영상과 관련된 기술이 빠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은 3D-HEVC의 기본 예측 구조를 나타낸다. 

3D-HEVC에서 기준시점(base view)의 색상영상은 HEVC와 

동일하게 부호화되며, 이후에 깊이영상을 부호화할 때는 깊이

영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형한 HEVC를 적용한다. 참조시점

을 부호화할 때도 항상 색상영상이 깊이영상보다 먼저 부호화

된다. 이때는 인접 시점 부호화 결과에서 나오는 중복성을 이용

하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3D-HEVC의 주요 기술은 변위 보상 예측(disparity-

compensated prediction, DCP), 변위 벡터 추정(disparity 

그림 5.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의 프레임워크

그림 6. 계층적 B 화면 구조를 사용한 시-공간적 예측 구조

MARCH·2015 | 5

주제 | 초다시점 비디오의 국제 표준화 동향



vector (DV) derivation), 잔여 데이터 예측(advanced 

residual prediction, ARP), 깊이 기반 블록 분할(depth-

based block partitioning, DBBP), 움직임 변수 상속

(motion parameter inheritance, MPI), 깊이 쿼드트리 예측

(depth quadtree prediction, DQP), 깊이 모델링 모드(depth 

modeling modes, DMM) 등이 있다[14][15][16].

변위 벡터는 같은 시간 축에서 참조시점의 참조블록을 탐색할 

때 사용된다. 이는 시점 간 움직임 예측, 잔여 데이터 예측 기술 

등에 이용되며 이를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17]-[20]. 추정 

방법으로는 공간, 시간, 움직임 보상 기반의 방법이 사용된다. 

<그림 8>은 공간, 시간 기반의 변위 벡터 추정 방법을 나타낸

다. 공간 기반 추정 방법은 왼쪽(A1)과 위쪽(B1)에 인접하는 블

록을 체크한다. 시간 기반의 추정 방법은 동일 위치블록(T0)을 

기준으로 인접 시간 부호화 결과의 변위를 확인한다.

<그림 9>는 움직임 보상 예측 기반의 변위 벡터 추정 방법이

다. 이 경우는 현재 영상에서 인접 블록이 움직임 보상 예측으

로 부호화된 블록이고, 그 움직임이 인접 시점으로부터 예측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 벡터를 시점 간 예측 움직임 벡

터(inter-view predicted motion vector, IvpMv)라 하고, 이 

블록을 변위 벡터-움직임 보상 예측 블록(disparity vector-

motion compensated predicted (DV-MCP) block)이라 한다. 

변위 보상 예측은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에서 사용되는 움

직임 보상 예측(motion-compensated prediction, MCP)의 원

리를 시점 축으로 확장한 기술이다[21][22]. 움직임 보상 예측은 

같은 시점에서 시간 축으로 참조 화면으로부터 예측을 하지만, 

변위 보상 예측은 같은 시간 화면에서 참조시점으로부터 예측을 

수행한다. <그림 10>은 변위 보상 예측의 원리를 나타낸다.

잔여 데이터 예측은 시점 간의 상관도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23][24][25]. 시점마다 움직임 정보가 비슷하기 때문에 부호화 

이후 발생하는 시간적 잔여 데이터 또한 상관도가 높다. 또한 

세 가지의 무게값(weighting factor)을 정의하여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보정해 주는 과정을 포함한다. 무게값은 0, 0.5, 1 중

의 한 값을 가지며 율-왜곡(rate-distortion)을 최소화하는 값

이 무게값으로 결정된다. <그림 11>은 시간 잔여 데이터 예측을 

나타낸다. Dc는 현재 시점의 현재 블록, Bc와 Dr은 Dc를 참조 

영상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Dc와 Bc는 같은 객체를 서로 다

른 두 시점에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 정보를 공유

한다. 따라서 Bc의 시간축 예측은 Br은 Bc의 움직임 정보로 Vd

부터 찾을 수 있다. 

그림 7. 3D-HEVC의 기본 예측 구조

그림 8. 공간 기반, 시간 기반의 변위 벡터 추정

그림 9. 움직임 보상 예측 기반의 변위 벡터 추정

그림 10. 변위 보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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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유사하게 잔여 데이터 예측은 시점 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림 12>는 시점축 잔여 데이터 예측 구조를 나타낸

다. 같은 시간 화면일 때 시점 간에 발생하는 잔여 데이터에 대

한 예측이다. 현재 시점의 변위 움직임 벡터(disparity motion 

vector, DMV) 정보를 참조시점에 적용하고, 시간축 잔여 데이

터 예측과 마찬가지로 무게값을 예측값에 곱하게 된다.  

깊이 모델링 모드는 깊이영상의 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인트라 예측 모드를 새로 정의한 것이다[26][27][28]. 기

존 HEVC 인트라 예측 모드는 DC, planar 모드와 더불어 33개

의 방향적 예측(angular prediction) 모드이다. 이러한 모드는 

색상영상 인트라 부호화에 최적화되었고, 깊이영상 내 객체 경

계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화소값 변화에는 덜 효과적이다. 깊이 

모델링 모드는 <그림 13>과 같이 웨지렛(wedgelet)과 컨투어

(contour) 두 가지 분할 종류를 정의한다. 분할된 영역마다 예

측값이 생성되고 이 값이 전송된다. <그림 13>은 두 가지 분할 

방법을 이용한 깊이 모델링 모드를 나타낸다.  

움직임 변수 상속은 색상영상과 깊이영상의 상관도를 활용하

는 기술이다[29][30]. 색상영상과 깊이영상은 움직임이 동일하

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와 

참조 인덱스(reference index)를 상속하면 비트를 줄일 수 있

다. 같은 시점에 한해서 색상영상 부호화가 마무리되면 움직임 

벡터 스케일링 등을 적용한 뒤 깊이영상 부호화에 사용한다. 

깊이 쿼드트리 예측은 색상영상의 쿼드트리를 기반으로 깊이

영상을 부호화할 때 쿼드트리의 가지 수를 제한하는 기술이다 

[31][32]. HEVC에서는 다양한 쿼드트리를 정의하고, 최적의 쿼

드트리를 이용하여 부호화를 진행한다. 깊이 쿼드트리를 예측

하면 파티션을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 분할 영역 크기 등의 정

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림 14>는 색상영상 쿼

드트리 종류에 따른 깊이영상 쿼드트리의 수를 나타낸다.

깊이 기반 블록 분할은 깊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색상영상

의 부호화 블록을 분할하는 방법이다[33][34][35]. 깊이영상의 

블록에서 임계화를 통해 이진화하여 나타내고, 이 분할을 색상 

블록에 적용한다. 이후 색상블록의 분할된 영역을 각각 따로 움

직임 보상 예측을 적용한 뒤 이후 합친다. 이 기술은 영역적 특

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그림 15>는 깊이 기반 

블록 분할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1. 시간 축 잔여 데이터 예측

그림 12. 시점 축 잔여 데이터 예측

그림 13. 깊이 모델링 모드에서 영역 분할 방법

(b) 컨투어 분할

(a) 웨지렛 분할

그림 14. 깊이 쿼드트리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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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다시점 비디오 압축의 국제 표준화 방향 

MPEG FTV AHG에서는 초다시점 비디오와 자유시점 비디오 

기술을 타겟으로 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초다시점 비

디오는 80개 이상의 시점이 1차원 평행 배열 혹은 비선형 아크

형 배열 구조를 통해 표현된다. 이는 현존 부호기 중 최상의 성

능을 낼 수 있는 부호기, 즉, MV-HEVC 또는 3D-HEVC를 이

용하여 압축한 뒤 전송하게 된다. <그림 16>은 초다시점 비디오

의 활용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만약 80개의 시점이 존재한다면 모든 시점을 압축해서 전송

하면 화질 측면에서는 최고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이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저장할 데이터도 매우 커진다. 이 때문에 모든 

시점이 아니라 일부 시점만 압축해서 전송하고 복호기에서 나

머지 시점을 보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시간적인 측면과 

화질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했을 때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압축 시점의 적정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을 통한 검증

이 필수적이다.

MPEG FTV AHG은 2015년 2월 회의에서 테스트 시퀀스를 

최종 결정하였고 CfE(Call for Evidence) 작업을 준비할 예정

이다. CfE는 현존 기술을 토론하고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표준

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고를 받는 과정이다. 2015년 6월에

는 CfE를 발표하고 기술 평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에 

2015년 10월 회의에서는 결과를 평가하고 CfE가 성공적이었다

면 2016년 2월에 CfP(Call for Proposals)를 공표할 예정이다. 

CfP에서는 표준화 참여기관이 부호기 틀을 제안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부호기가 틀이 되어 이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표

준화 활동이 진행된다.  

Ⅳ. 결론

이 논문에서는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는 초다시점 비디오를 살

펴보았다. 기존 기술인 다시점 비디오는 일반적으로 10개 정

도의 시점인 비디오를 의미하고 초다시점 비디오는 80개 이상

의 시점인 비디오를 뜻한다. 따라서 고해상도의 초다시점 비디

오를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를 효

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와 HEVC의 확장 기술인 MV-HEVC와 

3D-HEVC 기술을 설명했다. 이러한 압축 기술에서는 시점 간 

중복성 정보, 색상영상과 깊이영상 간 중복성 정보, 변위 벡터

의 사용 등이 활용된다. MPEG FTV AHG에서는 2014년부터 

초다시점 비디오의 압축과 렌더링에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제

안받고 이를 평가하는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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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깊이 기반 블록 분할 

그림 16. 초다시점 비디오 활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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