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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DCT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기법

이 민 석a), 김 보 연a), 윤 상 은a), 황 용 해a), 김 준 식a), 김 규 헌a)‡

Point Cloud Video Codec using 3D DCT based Motion Estimation 
and Motion Compensation

Minseok Leea), Boyeun Kima), Sangeun Yoona), Yonghae Hwanga), Junsik Kima),              
  and Kyuheon Kima)‡

최근 3차원 스캐너 등을 이용한 3차원 영상 획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R(Augmented Reality)/VR(Virtual Reality) 분야에서 활
용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3차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중 하나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를 표현하는 점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실제 객체를 촬영하여 정밀하게 데이터를 획득 및 표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3차원 영상의 특성상 2차원 영상보다는 표현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고, 특히 여러 장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적인 3차원 객체는 더욱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고효율의 압축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변환 방법인 3D DCT(3-Dimensional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이용한 움직임 예측을 통하여 포인트 클라
우드 영상의 I 프레임 및 P 프레임을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술과 Intra 프레임 기반의
배경 기술 및 2D DCT 기반의 V-PCC(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 기술의 압축 성능을 확인한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s of attaining 3D contents by using devices such as 3D scanners, the diversity of the contents 
being used in AR(Augmented Reality)/VR(Virutal Reality) fields i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re are several ways to represent 3D 
data, and using point clouds is one of them. A point cloud is a cluster of points, having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attain 
actual 3D data with high precision. However, in order to express 3D contents, much more data is required compared to that of 2D 
images. The size of data needed to represent dynamic 3D point cloud objects that consists of multiple frames is especially big, 
and that is why an efficient compression technology for this kind of data must be developed. In this paper, a motion estimation 
and compensation method for dynamic point cloud objects using 3D DCT is proposed. This will lead to switching the 3D video 
frames into I frames and P frames, which ensures higher compression ratio. Then, we confirm the compression efficiency of the 
proposed technology by comparing it with the anchor technology, an Intra-frame based compression method, and 2D-DCT based 
V-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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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대중이 접하는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는 여러 단계

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사용자들은 실제와 유사한 콘텐츠

를 선호하고, 그에 따라 흑백 영상이 컬러 영상으로 바뀌었

으며 화면의 해상도 또한 높아졌다. 이렇듯 사용자들에게

실제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3차원 영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 3차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중 하나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를 표현하는 점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실제 객체를 촬영하여 정밀하게 데이터를 획득 및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3차원 영상의 특성상 2차원

영상보다는 표현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용량의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방

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2]. 대표적인 방안으

로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SC29/WG11 산하

The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PEG)에서 표준화를

진행중인 V-PCC(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가 있다[3]. V-PCC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영상을 2D 영상

으로 변환한 후 기존의 2D 영상 압축 코덱을 활용하는 압축

방법으로써 고효율의 압축률을 자랑하지만, 3D 공간상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2D 비디오로 사영하는 단계가 필요하

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3D DCT(3-Dimensional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활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압축하는 방

안[4]이 연구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3D DCT를 이용

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지만, 여러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동적 객체를 효율

적으로 압축할 수 없는 Intra 프레임 기반 기술이라는 한

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프레임

간의 움직임 예측을 통한 Inter 프레임을 생성하고자 한다. 
동영상은 연속된 프레임 간 유사한 데이터가 다수 존재하

며, 이를 활용한다면 기존 프레임을 통해 다음 프레임을 적

은 데이터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3D DCT를 활용하여 Intra 프레임을 생성한 후, 움직임 예

측을 통해 Inter 프레임을 생성하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동

영상 압축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기

반이 되는 배경 기술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3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3D DCT를 사용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압축 방식을 간략히 소개한다. 4장과 5장은 본

논문의 제안 기술인 포인트 클라우드의 색상 정보의 압축

과 위치 정보의 압축을 각각 자세히 설명하고, 6장에서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Ⅱ. 배경 기술

본 장에서는 제안 기술의 배경이 되는 3D DCT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압축 과정에 관해 설명한 후, 일반적인

비디오 코덱에서의 움직임 예측 및 보상 방법에 관해 설명

한다. 

1. 3D DCT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 방안

일반적으로 2D 영상은 인접한 픽셀 간의 유사한 색상 값

을 갖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D DCT를 수행하면 대

부분 색상이 저주파 성분으로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D 영상을 다루는 코덱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활

용하여 프레임을 8*8 크기의 매크로블럭 단위로 나눈 후 각

매크로 블록에 2D DCT를 적용한다. 대부분 색상이 저주파

성분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은 고주파 성분 대부분이 0 혹은

0에 가까운 수가 됨을 뜻하고, 이는 추후 엔트로피 코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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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게 작용하며 양자화 적용 시 효율은 극대화된다.
2차원에서의 기법을 3차원에 접목시켜포인트 클라우드에

도 적용할 수 있다.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를 8*8*8 크기의

매크로큐브단위로 나누고 각 매크로큐브에 3D DCT를수행

하면 된다. 그러나 2D 영상의 압축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데, 이는 3D DCT를 수행하기 전 각 매크로큐브별패딩 과

정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에는 색상 값이 없

는 빈공간이 존재하며, 패딩은 이러한 빈공간을 채워주는

과정이다. 그러나무작위의 색상 값을 배정하여채우게 된다

면 고주파 성분이 많아져 3D DCT를 수행했을 때의 효과가

크지않으므로, [그림 1]과 같이 매크로큐브속 이미 존재하

는 색상 값들의 평균으로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 

그림 1. 색상 값 패딩
Fig. 1. Padding for color values

패딩이 완성되면 각 매크로큐브에 3D DCT를 수행하게

되며, 3D DCT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3D DCT가 완료되면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림 2]의

가장 우측 그림과 같은형태가 되며, 해당데이터는 엔트로

피 코딩 기술 중허프만 코딩을 활용하며 압축된다[5]. 복호

화 과정은 부호화 과정의역순이다. 앞서언급한 바와 같이

3D DCT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압축 기술[4]도 이러

한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을 거친다. 

그림 2. 왼쪽부터원본 포인트클라우드, 패딩된 포인트 클라우드, 3D DCT 
적용된 포인트 클라우드
Fig. 2. Starting from left original point cloud, padded point cloud, point 
cloud after 3D DCT 

2. 2D 비디오 코덱의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기법

일반적인 비디오 코덱에서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압축을

위해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기법을 활용한다[6]. 비디오 시퀀

스의 각 프레임은 2D DCT와 양자화의 과정을 거친 후 다

시 복원 되어 메모리로 저장되는데, 이는 다음 프레임이 움

직임 예측을 통해 참조하게 될 프레임이다. 현재 프레임은

8*8 크기의 매크로블록으로 나뉘게 되고, 현재 프레임의 매

크로블록들은 참조 프레임에서 가장 유사한 매크로블록을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을 움직임 예측이라 한다. 탐색된 매

크로블록을 현재 매크로블록의 위치로옮겨새로운 프레임

을 생성하는데, 이를 움직임 보상이라 하며 생성된 프레임

은 보상된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 후, 현재 프레임과 보상된

프레임의잔차 프레임을 생성하여 저장하며, 복호화기에서

도 동일한 보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임벡터를 저장

  
  




 




 



cos×


cos×


cos×


 (1)

 
  




 




 



cos×


cos×


cos×




 


  

   

(2)



이민석 외 5인: 3D DCT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기법 683
(Minseok Lee et al.: Point Cloud Video Codec using 3D DCT based Motion Estimation and Motion Compensation)

한다. 잔차 프레임의 경우 유사한두프레임의 차이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0이 대부분인 데이터이며, 따라서 엔트로피

코딩하기에 적합하다. 

Ⅲ.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3D DCT를 이용한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기법

2장에서 기술된 배경 기술을 기반으로, 본 장에서는 여러

프레임으로 구성된 동적 포인트 클라우드의 압축하기 위한

제안 기술을 간략히 설명한다. 본 논문의 제안 기술은 포인

트 클라우드의 보다 효율적인 압축을 위해 포인트 클라우

드의 위치 정보와 색상 정보를 압축하는 방법을 각각 제시

한다. 
[그림 3]은 위치 정보와 색상 정보를 부호화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며, 압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동적

포인트 클라우드의 프레임을입력받으면 프레임순서에 따

라 I 프레임 압축부 혹은 P 프레임 압축부로 전달한다. I 
프레임과 P 프레임 압축부의 결정 여부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달라지며,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4개의 프레임 단위로

GoF(Group of Frames)를 구성하여, 첫 번째프레임을 I 프
레임으로, 나머지 3개의 프레임은 P 프레임으로 설정하였

다. 
입력 프레임이 I 프레임인 경우의 압축 과정은 다음과 같

그림 3. 제안 기술의 부호화 과정 구조도
Fig. 3. Encoder block diagram of proposed method

그림 4. 제안 기술의 복호화 과정 구조도
Fig. 4. Decoder block diagram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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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 프레임은 P 프레임과 다르게 기준으로삼을 프레임이

별도로 존재하지않기에입력 프레임의 정보만을 활용해야

한다. 입력 프레임은 X, Y, Z 좌표로 표현된 위치 정보와

R, G, B 색상값을 가지는데, I 프레임 압축부에서는 위치

정보를 먼저 저장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색상 정보를 저장한

다. 위치 정보의 저장은 공간채움알고리즘인힐버트커브
[7]를 활용하였으며 색상 정보는 패딩 및 3D DCT를 통해

압축하였다. 이러한 위치 정보 및 색상 정보는 다음 프레임

이될 P 프레임의 압축 과정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메모리

버퍼에 저장이 된다. 색상 정보의 압축은 4장, 위지 정보의

압축은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P 프레임 압축부는 2장에서 설명한 비디오 코덱의 움직

임 예측의 개념을 활용하는데, 차이점은 2차원이 아닌 3차
원 움직임 예측이라는 점이다. 2D 비디오 코덱에서는 색상

값에 대해서만 움직임 예측을 하면 되지만,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위치 정보도 고려해야 하기에 움직임 예측

을 색상 정보와 위치 정보에 대해 각각 진행된다. 이 또한

4장과 5장에 자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비트스트림의 복호화 방식은 부호화 과정의 역순이며, 

[그림 4]가 이에 대한 도식이다. 입력 비트스트림을 복호화

하여 I 프레임을 먼저 복원한 후, 이를 기반으로 나머지 P 
프레임을 복원한다. 

Ⅳ. 3D DCT를 이용한 Attribute Information 
압축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안 기술의 구조도를 소개하며 제

안 기술의 압축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

안 기술의 압축 과정 중 색상 정보의 압축 방식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한다.

1. 색상 정보 압축

I 프레임의 색상 정보 압축은 앞서 소개했던 관련 선행

연구인 3D DCT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압축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D DCT를 수행하기 전, 고주파 성분

을 최소화 하기 위해 RGB 정보가담긴매크로큐브들의빈

공간을패딩시킨다. 그 후 3D DCT와 양자화를 거치고, 이
때 생긴 DC 성분들은 DPCM(Differential Pulse Code Mo- 
dulation)[8]을, AC 성분들은 RLC(Run Length Coding)[9]을

진행한다. 이후 이 정보들은 허프만 코딩을 통해 최종적인

비트스트림으로 압축된다.
다음은 3D DCT를 이용한 P 프레임의 색상 정보 압축

과정이다. 앞서밝힌바와 같이, 2D 영상과달리 3D 영상은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성은 레

퍼런스 프레임(이전 프레임)에서 타겟프레임(현재 프레임)
과의 움직임 예측 시 프레임 사이의 유사도를평가하는 데

에 어려움을 주며, 움직임 예측의 정확도를 크게떨어뜨린

다. 하지만패딩과 3D DCT를 거친후에 움직임 예측을 진

행하면 이미큐브내의 모든점이채워져있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움직임 예측

후에 DCT를 수행하는 기존의 2D 동영상 압축과는 달리, 
패딩과 3D DCT를 적용한 뒤 움직임을 예측하는 3D DCT 
매크로큐브기반 움직임 예측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타겟

프레임과 레퍼런스 프레임 모두 포인트 클라우드 전체를

8*8*8 크기의 매크로큐브로 분할한 후, 각 매크로큐브 속

빈 공간을 블록 내 점들의 색상평균값으로채워넣는 패딩

과정을 진행한다. 패딩한 색상 정보는 3D DCT와 양자화를

거치고, 그 후에 움직임 예측 과정을 진행한다. 
 

그림 5. 색상 정보의 움직임 예측 과정
Fig. 5. Motion Estimation of attribute information

움직임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움직임 벡터를 찾아야 하

는데, [그림 5]는 제안 기술의 3차원 움직임 벡터를 찾는

과정을 이해의 편의를 위해 2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림 5]의 각 사각형은 하나의 매크로큐브를 의미하며, 타겟
프레임의 매크로큐브들은 서치 윈도우(검색을 진행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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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설정한 후 서치윈도우 이내에 존재하는 모든레퍼런

스 프레임의 매크로큐브 사이의 WMAD (Weighted Mean 
Absolute Difference)를 비교하여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WMAD는 3D DCT를 진행한 후 움직임 예측을 진행하는

본 논문의 제안 기술에 적합하도록 MAD(Mean Absolute 
Difference)를 변형한 개념으로, 매크로큐브 내 존재하는

복셀(픽셀의 3차원 개념)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

MAD이다. 서치윈도우의 크기 및 WMAD의 가중치는 사

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서치

윈도우의 크기를 32로, 그리고 가중치는 [그림 6]과 같이

설정했다. 앞서 언급했듯 3D DCT 적용 후 매크로큐브 내

색상 값은 대부분 모서리의 DC 값(저주파 성분)으로 몰리

고, 이 때문에 DC 값에 가장 큰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3차원 매크로큐브를 2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며, 제시

된 가중치 값은 실험을 통해 획득되었다. 

그림 6. WMAD의 Weight 분포
Fig. 6. WMAD weigh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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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은 WMAD 계산 시 사용되는 가중치 행렬 (, 

, )의 수식이다. WMAD는 수식 (4)와 같이, 레퍼런스 프

레임의 매크로 큐브 (, , )와 타켓 프레임의 매크로 큐

브 (, , )의 차이에 가중치 행렬 (, , )를 적용하여

획득된다.
WMAD 값이 0인 매크로 블록이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탐색되면, 그 블록의좌표와 타겟프레임 블록좌표 사이의

차이 값이 움직임 벡터로서 저장된다. 만약 타겟프레임의

매크로큐브와 완전히 일치하는 매크로큐브가 발견되지 않

는다면 WMAD가 가장 적은 매크로큐브까지의 움직임 벡

터를 저장하며 두 매크로큐브 사이의 잔차 정보를 저장한

다. 이와 같은 과정은 타겟프레임에 있는 모든매크로큐브

에 대해 적용되지만, 서치윈도우 내에 색상 값이 존재하는

참조할 매크로큐브가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는 서치

윈도우의 크기를조절하며 해결할 수 있으나, 서치윈도우

가 지나치게 클 경우 움직임 벡터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

할당량이 많아지기에 적절한 크기를 정해야 한다. 전체 프

레임에서의 움직임 예측이종료되면 저장된 움직임벡터들

과 잔차 정보는 DPCM과 허프만 코딩을 거쳐 비트스트림

으로 압축된다.

2. 색상 정보 복원

압축된 비트스트림은 역 허프만 코딩과 역 DPCM을 진

행한다. I 프레임의 색상 정보는 2장에서 소개한 배경 기술

과 같은 방식으로 복원을 하며, 그 후 복원된 I 프레임을

바탕으로 움직임 벡터를 적용하여 움직임 보상 프레임을

만들고, 잔차 정보를 더해 원본의 색상 정보를 복원한다. 
그러나 3D DCT를 적용 후 양자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손실

이 발생하게 되며, 손실의 정도는 양자화 수치에 따라달라

진다.

Ⅴ. Geometry information 압축

1. 위치 정보 압축

위치 정보의 I 프레임 압축 시에 본 논문이 주목한 점은,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가 3차원 데이터이지만 표면에만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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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존재하며 내부는 비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이다[10]. 따라서 이를 XY 평면과 평행하게 자른단면의 모

양은 대부분 타원에 가까운둥근 원의형태를 지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성을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포

인트 클라우드를 각 Z 좌표마다 XY 평면과평행하게 자른

후 그 단면의 위치 정보를 압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7. 포인트 클라우드의 Z 축 분할
Fig. 7. Z-axis partition of point cloud

  
포인트 클라우드의 점의 유무를 0과 1로 모두 표현하게

되면 과도한 데이터 양이 필요하므로, 점이 존재하는 위치

에서의 인덱스 정보만을 저장한다. 이와 같은 인덱스 정보

는 고차원 데이터를 1차원 인덱스화 할 수 있는 공간 채움

곡선 알고리즘을 통해 획득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채움

곡선알고리즘중 [그림 8]과 같은 방식의 힐버트커브[7]를

활용하여 인덱스 정보를 획득하였다. 
힐버트커브를 통해 인덱스로 변환된 각 점은 [그림 9]의

순서도와 같이 압축된다.

그림 9. 인덱스 기반 위치 정보 압축 순서도
Fig. 9. Flow chart of index-based geometry information compression 
process

각 점의 인덱스는순서대로 배열에 저장되며, 현재 배열

과 이전 배열의 값의 차이가 2 이상이라면 현재 배열에 저

장되어있는 인덱스 값과 다음 배열의 인덱스 값을 버퍼에

저장한다. 이러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면, 연속되는

값들을 그룹지어 그첫인덱스 값과마지막인덱스 값 만을

압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호화 방식을

거친 인덱스들은 DPCM과 허프만 코딩을 진행한 후 비트

스트림으로 저장된다.
위치정보의 P 프레임압축과정은다음과같다. 우선전체

포인트 클라우드를 2*2*2 크기의 단위 매크로큐브로 나눈다. 
그 후 움직임벡터를찾고자 하는 타겟프레임 매크로큐브와

레퍼런스 프레임 내 매크로큐브사이의 점 배치를 비교한다. 

그림 8. 힐버트 커브
Fig. 8. Hiber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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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앞서 4장에서 설명한 움직임벡터를찾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며, 매크로큐브와 서치윈도우의 크기 및 매크로

큐브 간 비교 수단이 달라졌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림 10. 위치 정보의 움직임 예측 과정
Fig. 10. Motion estimation of geometry information

매크로큐브간 유사도를 비교할 때의 우선 순위는 [그림
10]과 같다. 타겟프레임의 매크로큐브와 완전히똑같은 구

조의 매크로큐브가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발견된다면 각 매

크로큐브 좌표 사이의 차이 값을 움직임 벡터로서 저장한

다. 만약,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큐브가 서치 윈도우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크로큐브 내에 존재하는 점의 개수

가 같은 매크로큐브를 선택하여 움직임 벡터를 저장한다. 
점의 구조와 개수 중 어떠한 공통점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큐브를 지정하여좌표 간 차이 값을 임의로 움직임 벡터로

저장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타겟프레임에 있는 모든매크

로큐브에 대해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타겟 프레임의 모든

매크로큐브에 대한 움직임벡터가 저장된다. 이 또한 4장의

색상 값 움직임 예측과 마찬가지로 서치 윈도우가작을 시

주변에 참조할 매크로큐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러한 경우에는 빈 매크로큐브를 할당하였다. 움직임 예측

과정이 종료되면 움직임 벡터는 DPCM과 허프만 코딩을

거쳐 비트스트림으로 압축되며, 위치 정보의 압축 과정에

서는 잔차 정보는 따로 생성되지 않는다. 

2. 위치 정보 복원

위치 정보의 복원 또한 [그림 4]의순서를 따르며, 압축의

역순과 같다. 압축된 위치 정보의 비트스트림은역 허프만

코딩과 역 DPCM을 거친 후, I 프레임의 힐버트 인덱스가

복호화된다. 인덱스를 활용하여 I 프레임의 위치 정보를 완

성하게 되며, P 프레임은 I 프레임의 정보와 움직임벡터를

기반으로 복원이 진행된다. 

Ⅵ. 실험 결과

상기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안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였고, 4장과 5장에서 DCT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움직임 예측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안 기술의 압축 효율을 2장에서언급한 배경

기술[3] 및 V-PCC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 실험을 위한

 

그림 11. 기존 기술과 제안 기술의 RD-Curve
Fig. 11. RD-Curve between the conventional technology and the pro-
posed technology 



688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6권 제6호, 2021년 11월 (JBE Vol.26, No.6, November 2021)

코드는 Visual Studio 2019의 C++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V-PCC 표준의 CTC(Common Test Condition)에서 활용하

는 8I의‘longdress’, ‘soldier’, 그리고 ‘loot’라는 포인트 클

라우드 영상 샘플을 사용했다[11]. 각 영상 샘플에 대하여, 
배경 기술을 적용한 시퀀스는 30장의 I 프레임, 제안 기술

을 적용한 시퀀스는 8장의 I 프레임과 22장의 P 프레임으로

구성하였다.
배경 기술과 비교하여 제안 기술의 색상 값에 대한 압축

효율이 더 높음을 [그림 11]의 그래프와 [표1]의 BDBR 
(Bjontegaard-Delta BitRate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2]. 위
치 정보에 대하여 배경 기술은 무손실 압축을 쓰는 반면

제안 기술은 손실 압축을쓰기에 BDBR을 통한 비교는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비교는 [표2]와 같이 위치 정보의

PSNR 및 파일 크기를 활용하였다. 

Contents End-to-End BD Attribute Rate [%]
Y Cb Cr

Long Dress -62.0% -52.4% -84.1%
Soldier -67.4% -88.1% -100.0%

Loot -70.0% -80.7% -100.0%

표 1. 배경 기술과 제안 기술을 비교한 BDBR
Table 1. BDBR of the proposed technology compared to the conven-
tional technology

위치 정보에 대한 PSNR은 point-to-point 거리인 D1 및
point-to-plane 거리인 D2를 활용하여 구하였으며[13], 색상

정보에 대한 PSNR은 점과 점 사이의 Y, Cb, Cr의 차이를

활용하여 구하였다. 
위와 동일한 비교 방식을 통해 본 논문의 제안 기술과

V-PCC의 성능을 비교하여 RD-Curve인 [그림 12]의 결과

를 구하였다. V-PCC는 제안 기술과 마찬가지로 in-
ter-frame 기반의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각 GoF에 4장의 프

레임이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2. V-PCC와 제안 기술의 RD-Curve
Fig. 12. RD-Curve between V-PCC and the proposed technology 

Anchor Proposed

Contents
File Size [bit] PSNR [db] File Size [bit] PSNR [db]

Geometry D1 D2 Geometry D1 D2
Soldier 258907576 inf inf 172146005 87.4844 95.7975

Long Dress 202799696 inf inf 129312485 84.48992 93.03946
Loot 192753920 inf inf 129017590 85.57402 94.39739

표 2. 배경 기술과 제안 기술을 비교한 위치 정보의 PSNR 및 파일 크기
Table 2. Geometry file size and PSNR comparison between anchor and propos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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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제안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된 한 장의 I 프레

임과 연속된 3장의 P 프레임을 나타낸다. I 프레임의 경우

원본과 매우 유사하게 복원되었지만, 프레임이 진행될수록

복원이 불완전한 부분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
장에서 언급했듯 색상 정보를 압축하는 과정 중 서치윈도

우 내에 참조할 매크로큐브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복
원된 프레임에서 위치 정보는 존재하지만 색상 값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그림 13]과 같이

빈공간이 생기게 되며, 주로 움직임이큰콘텐츠에서 발생

한다. 
그러나 색상 값이 서치윈도우 내에서 찾아지지않는 경

우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평균적인

PSNR은 3D DCT를 활용하는 배경 기술과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Ⅶ.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D DCT 및 움직임 보상을 통해 여러 프

레임으로 구성된 동적 포인트 클라우드 영상의 I 프레임 및

P 프레임의 압축을 구현하였다.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의 프

레임순서에 따라 I 프레임 혹은 P 프레임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프레임의 색상 정보와 위치 정보는 따로 압축된다. I 
프레임의 색상 정보는 본 논문의 배경 기술인 3D DCT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위치

정보의 저장을 위해 포인트 클라우드를 Z축 기준 층 별로

나눈 후 각 층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공간 채움 곡선인

힐버트커브를 활용하여 저장하였다. P 프레임의 경우 색상

정보는 3D DCT가 진행된 후의 도메인에서 I 프레임을 기

준으로 움직임 예측을 진행하여 저장하였고, 위치 정보 또

한 움직임 예측을 통해 I 프레임을 기준 삼아 최대한 적은

데이터를 저장하며 압축하였다. 본 논문의 기반이 된 배경

기술은 Intra 프레임 위주의 압축 방식이기에 여러 프레임

으로 구성된 동적 포인트 클라우드를 압축하기에 부적합하

다는 단점이 있었고, 본 논문의 제안 기술은 Inter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로써 제안 기

술은 Luma 값에 대해 최대 70%의 향상된 BDBR을 보였

고, 이는 동적 포인트 클라우드의 압축률을 크게향상함과

동시에 PSNR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음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림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제안 기술은

V-PCC와 다소큰성능 차이를 보인다. 제안 기술은 V-PCC
와 다르게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2차원으로 사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복잡도 또한 V-PCC보다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치 정보

압축 방법을 개선하고, 3D DCT를 적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에 더욱 적합한 CABAC(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14] 등의 엔트로피 코딩 기술을 활용하

고자 한다. 또한 현재 색상 정보의 움직임 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PSNR의 저하를 움직임 예측 후 3차원 포인트 클

라우드 보간 방법을 진행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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