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3, No. 2, February 2020(pp. 166-173)
https://doi.org/10.9717/kmms.2020.23.2.166

1. 서  론

최근 VR, 360° 전방위 영상 등 실감 영상 콘텐츠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감 영상 콘텐츠의 생성 방

안 중, MVD(Multi-view plus depth data) 데이터의 

이용이 주목받고 있다. MVD 데이터는 두 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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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view images, which are widely used for providing free-viewpoint services, can enhance the
quality of synthetic views when the number of views increases. However, there needs an efficient
representation method because of the tremendous amount of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generating point cloud data for the efficient representation of multi-view color and depth images.
The proposed method conducts sequential reconstruction of point clouds at each viewpoint as a method
of deleting duplicate data. A 3D point of a point cloud is projected to a frame to be reconstructed, and
the color and depth of the 3D point is compared with the pixel where it is projected. When the 3D point
and the pixel are similar enough, then the pixel is not used for generating a 3D point. In this way, we
can reduce the number of reconstructed 3D point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 method
generates a point cloud which can generate multi-view images while minimizing the number of 3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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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실존하는 물체를 촬영하여 색상과 깊이 영

상 정보를 기록하는 영상 종류를 의미한다. MVD는 

색상 영상 뿐 아니라 깊이 영상을 사용하므로 다시점 

영상에 비해 자유시점 영상 생성이 보다 용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MVD는 그 시점의 수가 증가할수록 생성하는 가

상시점 영상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

점 개수가 증가하면 데이터 양 또한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PEG에서는 2

차원 영상 압축인 MV-HEVC(Multi View–High

Efficiency Video Coding)와 3D-HEVC(3D High

Efficiency Video Coding)를 제안하였으며, [1-2]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이러한 

기법들은 굉장히 높은 압축 효율을 보이고 있으나,

압축하는 시점의 적정 수를 찾기 위한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또한 적은 수의 시점을 가진 MVD데이터

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을 뿐 시점의 수가 크게 증가하

는 경우 그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다.

한편, 최근 MPEG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효율

적으로 부호화하는 PCC(Point Cloud Compression)

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4]. 포인트 클라

우드란 3차원 좌표계 상의 데이터의 집합으로, 3차원 

입체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포인

트 클라우드는 MVD 데이터로부터 비교적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데, 이는 MVD데이터가 각 카메라의 

위치 정보 및 각 픽셀에 투영된 3차원 점까지의 거리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MVD데이터

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 시 시점의 개수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중복성 정보의 제거가 가능하므

로 시점의 수가 급증하더라도 생성되는 3차원 포인

트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포인트 

클라우드 복원 시 MVD데이터가 반드시 수행해야하

는 기능인 가상시점 생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MVD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MVD 데이터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방

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기법

은 사용자가 정의한 복원 순서에 따라, 즉 순차적 복

원 방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한다. 복원 과정

에서 기존에 생성된 3차원 포인트와 3차원 복원에 

사용되려는 픽셀의 색상 및 깊이 정보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3차원 포인트 생성을 줄인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컬러 유사도와 깊이 유사도

의 문턱치 값 변화가 3차원 포인트의 생성과 결과 

MVD데이터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 기법

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실험에 활용한 MVD데

이터에 제안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 기법

2.1 제안 기법의 개요 

Fig. 1은 제안 기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한다.

제안 기법은 MVD데이터와 사전에 사용자가 정의한 

복원 순서를 입력으로 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

한다.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에 따라 해당 시점 영상

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이를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영상에 투영한다. 투영한 3차원 포인트의 

색상 정보와 깊이 정보가 투영된 픽셀 위치의 색상 

정보, 깊이 정보와 유사할 경우 추가적인 3차원 포인

트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사도가 낮을 경우 

해당 픽셀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3차원 포인트 생성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모든 시점 영상에 적

용하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되고, 포인트 클

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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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의 투영을 통해 MVD데이터를 재생성 한다.

2.2 영상 픽셀로부터 3차원 포인트 생성 및 3차원 포

인트 투영 방안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제안 기법의 설명에 앞서 

2차원 픽셀로부터 3차원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안 및 

3차원 포인트 투영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다. 2차원 점으로부터 3차원 점 복원과 투영 방법은 

참고문헌 [5]와 같으며, 다음과 같다. 아래 식 (1)의 

캘리브레이션 행렬()과 식 (2)의 외부 요인 행렬

()의 곱으로 식 (3)의 투영 행렬()을 도출할 수 

있다. 이 투영행렬은 영상으로부터 3차원 포인트 클

라우드를 생성할 때 사용되며, 캘리브레이션 행렬

()은 각 카메라의 초

점 거리( , ), 주점 좌표( , ) 등을 포함하며,

외부 요인 행렬은 위치() 및 방향()의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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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은 투영행렬()과 3차원 점의 좌표를 이용

해 그 점이 투영될 2차원 이미지의 좌표를 얻는 것이

다. 또한 식 (5)과 같이 2차원 이미지의 좌표에 투영

행렬의 역행렬을 취하여 3차원 점의   좌표를 구

할 수 있다. 식 (5)에서 ′와 ′은 각각 , 을 나타

내고 여기서 와 는 점이 투영된 이미지의 좌표이다.





′
′








 
















(4)
















  






′
′








(5)

3차원 좌표의 좌표의 경우 식 (5)을 활용하여서

는 구할 수 없으며, 입력 깊이 영상의 값, 실제 최소 

거리 값과 실제 최대 거리 값을 이용하여 식 (6)으로 

계산된다. min과 max은 깊이 이미지에 촬영된 실제

거리의 최솟값, 최댓값이며 max은 깊이 이미지 픽셀

이 가질 수 있는 최댓값이다.



max


min


max
 max




(6)

마지막으로 임의의 3차원 점 로부터 영상  까지

의 거리는 수식 (7)을 통해 계산된다.

 

det
(7)

수식 (7)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제안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기법 

시점의 수가 인 MVD 영상이 입력으로 주어지

고, 복원 순서는 사용자가 많이 보는 시점인 중앙 시

점을 기준으로 이와 가까운 시점 순으로 설정한다.

설정한 복원 순서가     이라고 가정하

자. 만약 현재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게 되는 영

상의 인덱스가 일 경우, 현재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

드   는 인덱스가       인 영상을 활용하

여 생성된 3차원 포인트의 집합이다. 3차원 포인트의 

생성은 수식 (5),(6)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와 번째 영상 으로부터 을 생성하기 

위해 제안 기법은   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3차원 

점을 먼저  에 투영한다. 투영은 수식 (4)를 활용하

여 이루어진다.   을 구성한 3차원 포인트 가 

투영된 픽셀이 라고 할 때, 제안 기법은 의 색상정

보와 의 색상 정보의 차이를 계산한다. 색상 정보의 

차이는 + 색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수식 (8)을 

통해 와 의 색상 유사도가 결정된다.

(8)

여기서 는 3차원 점의 값을 의미하며, 

는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한 문턱치 값이다.

또한 와 와의 거리를 의 깊이 정보와 비교하

는데, 3차원 점과 영상과의 거리는 수식 (7)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식 (9)를 통해 와 의 깊이 유사도가 

결정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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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와 간의 거리를 의미하

며, 은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한 문턱치 값이다. 오

직   과   가 동시에 1인 경우에만 

은 추가적인 3차원 포인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

며, 다른 경우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안 기법은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과정에서 

각 시점 별 생성한 3차원 포인트의 수를 추가적으로 

저장한다. 이는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MVD데이터

를 재생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이며, 이는 

2.4절에서 설명한다.

2.4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MVD데이터 생성 

2.3절에서 제안한 기법으로 생성한 포인트 클라우

드를 활용하면 MVD데이터를 재생성할 수 있다.

MVD데이터 생성 순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시 

사용한 영상의 순서와 동일하다. 또한 이때 각 시점 

별 생성한 3차원 포인트 수 정보가 추가적으로 활용

된다.

시점의 수가 인 MVD 영상을    의 

복원 순서로 생성한 포인트 클라우드 가 존재한다

고 가정하자. 또한 각 시점 별 생성한 3차원 포인트 

정보가        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는 에서 생성한 3차원 

포인트의 수를 의미한다. 즉, 를 구성하고 있는 3

차원 포인트의 수는 수식 (10)과 같다.

    
  

  

 (10)

3차원 포인트 생성 시 순차적으로 생성이 이루어

졌으므로, 생성한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생성한 

번째 영상  ′은 모든 3차원 포인트를 사용할 필요 

없이 수식 (11)에 해당하는 3차원 포인트를 투영함으

로서 생성할 수 있다.

     ′  

  
  



 (11)

이와 동일한 원리로 모든 시점의 컬러 영상 및 깊

이 영상을 재생성할 수 있다. 이때 컬러영상의 생성

을 위해서는 수식 (4)를, 깊이 영상의 생성을 위해서

는 수식 (7)을 활용한다.

재 생성된 영상의 화질 열화 정도는 포인트 클라

우드 생성 시에 사용한 복원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제일 먼저 복원이 이루어진 시점의 영상의 경우 

화질 열화가 가장 적으며, 가장 마지막에 복원이 이

루어진 시점의 영상의 경우 화질 열화가 심해지는 

경향을 가진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정의한 와 

이하의 색상 값 및 깊이 값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 

추가적인 3차원 포인트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이다. 인접한 시점과 매우 다른 텍스처 정보를 가

지는 경우 추가적인 3차원 포인트 생성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 화질 열화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

만,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화질 열화를 최소화하고 싶

은 시점부터 복원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실험 환경

실험 데이터로 8개의 시점, 100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MSR3DVideo-Ballet[7]과 10개의 시점, 250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Poznan_Fencing[8]을 사용

하였다. MSR3DVideo-Ballet 데이터 셋 색상 이미지

의 해상도는 ×, 깊이 이미지는 8bit 이미지이

며, Poznan_Fencing 데이터 셋 색상 이미지의 해상

도는 ×, 깊이 이미지는 16bit 이미지이다. 또

한 수식 (6)에서 MSR3DVideo-Ballet 데이터 셋의 

깊이 영상은 8bit이므로 max의 값을 255로 설정하고,

Poznan_Fencing 데이터 셋은 16bit의 깊이 영상을 

가지므로 max의 값을 65535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또한 MSR3DVideo-Ballet의 경우 시점 복

원 순서를        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Poznan_Fencing의 경우          의 순

서로 진행하였다. 복원 순서를 언급한 대로 지정한 

이유는 제공되는 다시점 영상 중 사용자가 중간 시점

의 영상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 외각 시점으로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실험의 사용한  값은     이었으며,  값

은 MSR3DVideo-Ballet의 경우   을, Poz-

nan_Fencing의 경우   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PC는 Intel(R) Core(TM) i7-8700 CPU @

3.20GHz, 8.0GB RAM, Windows 10 64비트 운영체

제, x64 기반 프로세서이고, NVIDIA GeForce GTX

1070 Ti인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탑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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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객관적 성능 분석

Table 1과 Table 2는 각각 MSR3DVideo-Ballet

데이터와 Poznan_Fencing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와 을 적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이

를 통해 영상을 재 생성한 후 원본 영상과의 PSNR를 

측정한 결과이다. MSR3DVideo-Ballet의 경우 View5

로부터, Poznan_Fencing은 View6로부터 복원을 시

작하였기 때문에 각 시점의 경우 PSNR이 Infinity로 

측정되었다. 또한 2.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원 순

서에 따라 화질 열화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MSR3DVideo-Ballet데이터의 경우 View8이,

Poznan_Fencing데이터의 경우 View1의 화질 열화

가 이전에 복원된 시점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해당 시점이 촬영 환경에 최외각 시점

에 해당하며, 따라서 텍스처가 이전 시점과 매우 상

이하여 추가적인 3차원 포인트의 생성이 많이 이루

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원 순서에 따른 

시점 간 화질 열화 정도의 차이는 , 값이 커질수

록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값과 생성되는 3차원 포인트의 수와의 관

계는 전반적으로 문턱치 값이 커질수록 생성되는 3

차원 포인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턱치 값이 커질수록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과정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픽셀의 수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두 문턱치 값 중 MSR3DVideo-Ballet

데이터의 경우 가 3차원 포인트의 수에 보다 많은 

Table 1. Number of 3D points and PSNR of each view-point on MSR3DVideo-Ballet dataset depending on the color 

and depth thresholds

/ 2/16 2/64 2/256 4/16 4/64 4/256 8/16 8/64 8/256 16/16 16/64 16/256

# of
Points

5,972,988 5,970,043 5,969,089 4,731,730 4,716,146 4,708,768 2,899,489 2,860,518 2,829,000 1,973,156 1,912,126 1,847,510

View1 61.35 61.30 61.29 47.65 47.59 47.57 38.93 38.84 38.78 32.92 32.80 32.66

View2 63.24 63.19 63.18 48.31 48.26 48.24 38.09 38.04 38.00 32.18 32.09 31.97

View3 60.75 60.72 60.71 46.77 46.75 46.72 38.82 38.77 38.71 35.83 35.70 35.38

View4 63.17 63.13 63.12 47.82 47.79 47.77 37.59 37.56 37.52 34.31 34.25 34.08

View5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View6 61.38 61.35 61.34 46.81 46.78 46.76 39.10 39.05 39.03 37.13 37.01 36.86

View7 62.06 62.02 62.00 47.47 47.43 47.41 37.84 37.78 37.74 33.44 33.33 33.22

View8 65.79 65.71 65.69 49.49 49.42 49.39 38.49 38.43 38.39 33.84 33.74 33.66

Table 2. Number of 3D points and PSNR of each view-point on Poznan_Fencing dataset depending on the color 

and depth threshold

/ 2/256 2/4096 2/65535 4/256 4/4096 4/65535 8/256 8/4096 8/65535 16/256 16/4096 16/65535

# of
Points

20,720,534 20,519,867 19,577,166 20,665,167 19,876,736 16,277,508 20,531,357 18,752,568 12,170,087 20,128,036 16,148,840 6,982,277

View1 82.53 71.02 62.08 65.00 54.07 46.40 57.81 46.26 38.58 53.22 41.38 33.37

View2 79.12 66.41 60.15 66.48 53.89 47.20 57.08 45.71 38.27 52.65 41.48 33.25

View3 83.93 68.57 61.79 69.73 55.12 48.03 56.93 45.22 39.72 45.85 35.23 30.99

View4 87.74 73.00 66.20 72.82 56.98 50.60 59.48 44.94 39.86 46.61 34.74 30.86

View5 75.51 71.47 71.41 60.06 55.54 55.46 47.00 41.68 41.60 34.85 28.90 28.84

View6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inf

View7 91.57 75.83 67.02 76.80 61.55 53.13 61.72 49.72 42.84 45.54 40.20 34.56

View8 81.92 67.20 59.91 69.45 55.18 48.09 56.31 45.29 39.63 46.30 37.16 33.64

View9 82.85 70.50 61.26 68.94 56.77 48.05 57.55 45.50 38.10 51.78 40.30 33.10

View10 78.98 67.14 59.29 66.38 54.73 46.67 58.09 46.46 38.15 54.77 41.00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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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을 고정시

키고 을 변화하였을 때의 3차원 포인트의 수 변화

보다 을 고정시키고 을 변화시켰을 때의 3차원 

포인트의 수 변화가 보다 크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Poznan_Fencing데이터의 경우 동일한 이

유로 가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성되는 3차원 포인트의 수와 PSNR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생성되는 3차원 포인트가 수가 적어질수

록 화질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부 시뮬레이션에서 3차원 포인트의 수가 증가함에도 

화질 열화가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하는 경

우는 값이 작고, 큰 상황에서 값이 증가하고,

가 감소한 경우에 발생한다. (Poznan_Fencing데

이터의 경우 가 2, 가 65535로 설정하였다가 

가 4이고 가 4096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 이러

한 경우를 분석하여 보았을 때 재 생성된 영상의 화

질을 고려하면서 3차원 포인트의 수를 감소시키려면 

을 우선적으로 조절하고, 그 후 을 조절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부호화 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3차원 포인

트의 수가 적을수록 부호화에 효과적이다. 또한 시점 

간 화질 열화의 정도를 유사하게 하면서 시각적으로 

화질 열화를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인 PSNR이 50인 

경우를 확인하였다. 와 에 따른 포인트의 개수,

PSNR의 추이와 결과 영상을 보았을 때 MSR3DVideo-

Ballet의 경우 을 4, 을 16으로, Poznan_Fenc-

ing의 경우 을 2, 을 65535로 설정하는 것이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MSR3DVideo-Ballet 데이

터의 경우 시점 간의 색상 차이가 크므로 을 2로 

하였을 때와 4로 하였을 때 모두 50에 가까운 PSNR

을 가지나, Table 1에서 이 2와 4인 경우를 비교하

였을 때 가 4인 경우 포인트의 개수가 약12만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Table 1에서 의 변화가 포인트의 개수와 

PSNR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나, Fig.

2 (b)과 Fig. 2 (c)으로 결과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값이 커지면 시각적 정보가 손실됨을 확인할 수 

있다. Poznan_Fencing 데이터는 에 따라 PSNR의 

변화가 크므로 정확도를 위하여 는 2로 설정했으

며, 로 인해 많은 포인트가 생성되나 PSNR에 기

여하지 않는 점을 파악하여 가 영향을 주지 않는 

값을 채택하였다.

3.2 주관적 성능 분석

Fig. 2는 와 의 변화에 따라 재 생성된 MSR3

DVideo-Ballet데이터와 Poznan_Fencing데이터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와 값이 

커지면서 화질의 열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 커지면 배경 부분의 얼룩의 형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값이 커지면 전경

과 배경의 색상이 유사할 경우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

워져 MSR3DVideo-Ballet데이터의 경우 남성의 하

의 부분이 크게 손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3.1절에서 설정한 문턱치 값을 활용한 경우 시각

적으로 이질감 없는 영상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MVD데이터의 효율적인 표현을 위해 

순차적 복원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방안을 제안

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이미 생성된 3차원 포인트

와 3차원 데이터 복원에 사용될 영상 내 픽셀과의 

유사도를 평가하여 두 데이터간의 유사도가 충분할 

경우 추가적인 3차원 데이터 생성을 방지하여 생성

되는 3차원 포인트의 점의 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데

이터 유사도는 컬러 유사도와 깊이 유사도가 동시에 

사용되었으며, 실험 결과 컬러 유사도 평가 및 깊이 

유사도 평가에 활용되는 문턱치 값의 변화에 따라 

생성되는 3차원 포인트의 수 및 생성되는 MVD데이

터의 화질을 결정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 

기법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문턱치 값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 기법으

로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PCC에 적용하여 

MV-HEVC등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안 기법의 경우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각 시점 별 생성한 3차원 포인트의 수 정보

가 추가적으로 생성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

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정보를 각 

3차원 포인트의 알파 블렌딩 정보 혹은 법선벡터 정

보로 처리하여 부호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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