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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는 실제 환경 및 물체를 3차원 위치정보를 갖는 점들과 그에 대응되는 색상 등을 획득하여 기록한 실감 콘
텐츠이다. 위치와 색상 정보로 구성된 3차원 점으로 이루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는 확대하여 렌더링 할 경우 점과 점 사이의 간
격이 벌어지면서 빈 구멍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확대 시 점들 간 간격이 벌어져 생기는 구멍을 찾고 구멍
에 대해 깊이정보를 활용한 역 변환 기반 보간 방법을 통해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영상의 확대나
카메라 근접 등으로 포인트들의 간격이 벌어지면 틈이 생기면서 구멍 사이에 뒷면의 포인트들이 렌더링 되어 보간 방법을 적용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인트 클라우드의 뒷면에 해당하는 점들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빈 구멍이 발생한 시점의
깊이 맵(depth map)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역 변환을 하여 원본의 데이터에서 픽셀을 추출한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렌더링
한 결과, 기존의 크기를 늘려 빈 영역을 채우는 방법에 비해 렌더링 품질이 평균 PSNR 측면에서 1.2 dB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Abstract

The point cloud content is immersive content recorded by acquiring points and colors corresponding to the real environment and 
objects having three-dimensional location information. When a point cloud content consisting of three-dimensional points having 
position and color information is enlarged and rendered, the gap between the points widens and an empty hole occu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oint cloud contents through inverse transformation-based interpolation 
using depth information for holes by finding holes that occur due to the gap between points when expanding the point cloud. The 
points on the back are rendered between the holes created by the gap between the points, acting as a hindrance to applying the 
interpolation method. To solve this, remove the points corresponding to the back side of the point cloud. Next, a depth map at the 
point in time when an empty hole is generated is extracted. Finally, inverse transform is performed to extract pixels from the 
original data. As a result of rendering content by the proposed method, the rendering quality improved by 1.2 dB in terms of 
average PSNR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of increasing the size to fill the blan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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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차원 영상 데이터의 처리 기술의 향상으로 이를 활용

한 대용량 고품질의 실감형 콘텐츠의 제작과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달로 실감형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상용화

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3차원

영상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메쉬

두가지 방법이 있다[1][2][4]. 포인트 클라우드는 실제세계

물체를 3차원의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메쉬는 3차원

물체를 폴리곤 메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의 장

단점이 있지만 폴리곤 메쉬로 표현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메쉬화하여 표현을 하는데 메쉬화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

린다[3]. 그러나 포인트 클라우드는 기존 널리 쓰이던 폴리

곤 메쉬에 비해 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처리가 간편한 점

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 및 수신하는 상황에서 장점

으로 작용한다 [5]. 그러나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영상

의 형태로 콘텐츠를 변환 또는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점들 간의 연결 정보를 잃

어버려 렌더링 과정에서 점과 점의 사이에 발생하는 빈

공간을 채우는데 기존의 폴리곤 메쉬에서 사용하는 삼각

형 기반 보간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점을 특정 크기를 갖는 원이나 사각형 등의

도형으로 표현하여 해당 영역의 화소 값을 보간 하는 방

법 등이 있으나, 도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깊이 불연속

영역에서는 품질의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깊이 정보와 역 변환에 기반한 보간 방법으로

영상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품질의 저하란 포인트 클라우드 콘

텐츠를 확대하였을 때 각 포인트로 구성된 오브젝트의 사

이사이에 포인트들의 밀도가 낮아져 포인트로 채워지지 못

하고 구멍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빈 영역이 생겨 품질의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빈

구멍을 채워주면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의 품질이 향상된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빈 공간을 찾고 빈 공간에 대해 역

변환을 시행하여 적절한 값으로 빈 영역을 채워줘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 렌더링 품질을 향상시킨다[6]. 빈 공간에

대한 영역을 처리할 때 중요한 2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점의 간격이 벌어져서 생긴 구멍을 찾는 것이

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앞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생

긴 점들의 간격 사이에서 뒷면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렌더

링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빈 구멍이어

야 할 부분이 뒷면의 포인트로 채워져 품질의 저하가 발생

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 구멍이 발생하지

않은 포인트 클라우드 시점을 구하여 이때 렌더링 된 점들

만 사용하여 뒷면의 점들을 제거한다. 두 번째 문제는 찾은

빈 영역을 어떻게 보간 해줄지에 대한 문제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빈 공간의 좌표를 깊이 맵(Depth map)과 가시성 맵

(Visibility indicator map) 정보를 사용하여 역 변환으로 추

정하여 원본의 좌표로 값을 찾음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해

결하여 포인트 클라우드의 콘텐츠 렌더링 품질을 향상시켰

다. 평가 방법으로는 이전 연구 방법인 포인트의 크기를 확

대하여 빈 영역을 채운 방법과 품질 비교를 위해 PSNR 수
치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이전

연구방법인 점의 크기를 키워 빈 구멍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3절과 4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깊

이 정보와 역 변환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 렌더링

향상 방법과 실험 방법 및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5
절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이전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의 품질 비교 평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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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 방법인 포인트의 크기를 키워 빈 공간을 채워주

는 방법에 대해설명한다. 본 연구 이전에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를 확대했을 때 발생하는 빈 구멍에 대해 2차원 평면

상에서 포인트의 크기를 늘려 패치 형식으로 빈 구멍 막아

주었다. 그러나 2차원상에서 포인트를패치 형식으로 키우

는 방법은 빈 구멍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정성적 품질에

서 좋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품질 향상을 위해 점을

3차원 상에서 splatting 방식으로 크기를 키웠다[7][8][9]. 포인

트는 3차원상에서 부피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리에 따

라 포인트를 구로 만들어 크기를 키워주는 방법은 3차원상

에서 원근감뿐만 아니라 정성적 품질에서도효과를 나타냈

다[10][11]. 아래 그림 2는 포인트를 3차원 상에서 구로 키우

는 설명이다. 이러한 방법에도 포인트의 크기를 키우는 방

그림 2. 포인트의 크기를 키우는 이전 방법
Fig. 2. Previous method of scaling point size

법은 세밀한 부분에서뭉개지는모습을볼수 있다. 즉세밀

한 무늬같은 부분에서는 품질의저하가발생한다. 본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법은 세밀한 부분이나 렌더링의 정성적 결과

에서도 이전 방법에 비해 향상된 품질의 결과를볼수 있다. 

Ⅲ. 깊이 정보와 역 변환 기반 렌더링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총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첫 번째 단계는 뒷면의 포인트 제거(back face point 
cloud removal) 단계로 점들 간의 간격이 벌어져서 생기는

구멍에 대한 처리를 하며, 가시성 맵을 생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홀이 생긴 렌더링 이미지의 깊이 맵을 추출한 후

깊이 맵의 구멍을 주변의 깊이 값을 이용해 깊이 맵 보간

(depth map interpolation)하여 구멍이 없는 깊이 맵을 생성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시성 맵과 깊이 맵을 사용하여

역변환을 시행하여 빈 구멍을 적절한 값으로 채워주게 된

다[12]. 

1. 뒷면의 포인트 제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점들 사이의 간격이 벌어짐으로 인

그림 1. 포인트 클라우드 해상도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Fig. 1. The process of enhancing the resolution of point clou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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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발생한 영역에 대한 구분이필요하다. 폴리곤 메쉬는

면(face)에 대해 수직인 노말벡터(normal vector)를 사용하

여 앞면과 뒷면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포인트 클라우드

는 단순히 3차원 좌표와 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점이므로

앞면과 뒷면에 대한 구분이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투

영되는 시점의 앞면에서 점의 간격이 벌어져 생기는 영역

에 빈 구멍이 생겨야 하지만 뒷면의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사이사이에 투영되어 뒷면이 비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는 실제 채워줘야 할 구멍을 뒷면의 점들이 채워 구멍이어

야 할 영역이 구멍이 아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래

그림 3은 폴리곤 메쉬의 앞면과 뒷면을노말벡터를 사용하

여 구분하는 방법과 포인트 클라우드가 깊이 값이 멀어지

면 앞면만 보이지만 깊이 값이 가까워지면 앞 뒷면의 구분

이 없어 벌어진 틈 사이로 뒷면이 비치게 되는 현상을 나타

낸다.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확대를 해서 발생한

빈 구멍들 사이로 뒷면의 포인트가 렌더링이 된다. 이는

역 변환을 할 때 방해요소가 된다. 점이 벌어짐으로 인

해 발생한 채워줘야 할 구멍이 뒷면의 포인트로 채워져

품질의 저하가 일어난다. 아래 그림 4는 실제 실험에 사

용하게 될 콘텐츠의 뒷면의 포인트가 앞면의 빈 구멍 사

이로 렌더링 되어 품질의 저하가 발생한 결과와 뒷면의

포인트를 제거하여 구멍이어야 할 부분이 구멍으로 남

은 결과이다.

(a) (b)

그림 3. (a) 폴리곤 메쉬의 노말벡터를 사용한 앞뒤 구별, (b) 앞뒤구분이 없어 뒷면이 비치는 포인트 클라우드
Fig. 3. (a) Use normal vector of polygon mesh for separate front and back, (b) Point cloud with no distinction between front and back

(a) (b) (c) (a) (b) (c) 

그림 4. (a) 뒷면의 포인트가 비춰 렌더링 된 결과, (b) 뒷면의 포인트를 제거한 후 렌더링 한 결과, (c) 결과 영상 확대
Fig. 4. (a) Rendering with front and back point cloud, (b) Rendering without back face point cloud, (c) close-up resul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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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링 할 앞면의 포인트는 남겨두고 뒷면의 포인트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멍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뒷면의 포인트가 렌더링 되기 때문에 구멍이 발생하지 않

는 시점은 앞면의 포인트만 렌더링 된 이미지이다. 따라서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를 2차원 화면 상에 렌더링 했을

때 구멍이 발생하지 않는 확대 시점을 찾는다.  이때의 확대

시점은 카메라 기준 콘텐츠의 깊이 값의 변화에 따른시점

을 의미한다. 콘텐츠가 깊이 값이멀어지게 되면 구멍이 발

생하지는 않지만 한 픽셀에 들어가는 겹치는 포인트가 많

아져 정보를 상실하게 되며, 깊이 값이너무 가까워지면 구

멍이 발생한다. 이는 콘텐츠의 포인트 밀도에 따라 달라지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둘사이의 구멍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경험적 방법으로 찾는다. 아래 그림 5는 포인트의

깊이 값에 따라 이미지 평면상 픽셀에서 포인트가 렌더링

되는모습이다. 그림 5의 (a)는 시점이 너무 가까워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며 (b)는 적절한 시점을 사용하여 구멍이 생

기지 않는 결과이며 (c)는 시점이너무멀어 포인트들이겹

쳐 정보를 상실하는 결과이다. 
구멍이 생기지 않는 적절한 시점의 변환 행렬 ‵을 찾은

후 그 시점에 맞춰 렌더링을 하게 되면 아래 그림 6의 (a) 
와 같이 구멍이 생기지 않고 정보의손실이 적은 결과 영상

을 획득할 수 있다. 2차원 이미지 평면 상에 렌더링 된 포인

트들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저장한 것이 가시

성 맵이다. 가시성 맵에 의해 렌더링에 사용되지 않는 포인

트들은 제거하게 된다. 아래 그림 6의 (b)는 가시성 맵에

의해 사용되는 포인트를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사용되지 않

는 포인트는 파란색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a) (b)

그림 6. (a) 적절한 시점의 렌더링 결과, (b) 가시성 맵으로 앞면과 뒷면을
구분한 결과
Fig. 6. (a) Rendering with appropriate depth value, (b) Separate front 
and back use visibility indicator map

가시성 맵을 사용하여 뒷면의 포인트를 제거한 후 다음

단계로넘어간다. 이 가시성 맵과 이때의 시점을 정하는 변

환 행렬 ‵  정보는 세번째 단계인 역변환 (inverse warp-
ing) 단계에서도 사용된다. 

(a) (b) (c)

그림 5. (a) 가까운 깊이 값 렌더링, (b) 적절한 깊이 값의 렌더링, (c) 너무 먼 깊이 값의 렌더링
Fig. 5. (a) Rendering with close depth value, (b) Rendering with appropriate depth value, (c) Rendering with far dept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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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깊이 맵 보간

두 번째 단계인 깊이 맵 보간 단계에서는 깊이 맵의 빈

영역을 채워준다[21]. 마지막 단계인 역변환을 하기 위해서

는 2차원으로 투영된 점들을 3차원으로 복원이 필요하다. 
3차원에서 2차원으로 투영이 될 때 깊이 정보를 잃어버리

게 되는데 이 정보를 안다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역투

영이 가능하게 된다. 아래 그림 7의 (a)는 첫 번째 단계에서

뒷면의 포인트들이 제거된 3차원 점들을 2차원으로투영하

여 렌더링 한 결과와 깊이 맵이다.  (b)에서는 (a)의 영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내부에 빈 구멍이 발생한 결과이다. 또
한 렌더링 된 포인트들의 깊이 정보를 가진 깊이 맵에서도

빈 구멍이 발생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빈 구멍들

에 대해 역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빈 구멍들의 깊이 정보

가필요하다. 깊이 정보의 특성상 주변의 깊이 정보와유사

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깊이 맵의 빈 구멍을 주변의

값을 사용하여 보간하여도 실제 깊이 정보와 상당히 오차

가 작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빈 구멍이 발생한 깊이

맵을 주변 픽셀을 사용하여 보간하게 된다. 이미지를 스캔

하면서 구멍으로 인식되는 픽셀의 주변 값 8개의 값을참조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여 빈 영역에 대한 깊이 정보를 보간

한다. 그림 7의 (c)는 주변의 픽셀을 사용하여 보간하여 빈

구멍이 없는 깊이 맵의 결과이다.  

(a) (b) (c)

그림 7. (a) 기존 렌더링 결과와 깊이 맵, (b) 확대한 결과 렌더링과 깊이
맵, (c) 빈 구멍이 보간 된 깊이 맵
Fig. 7. (a) Basic rendering image and depth map, (b) Zoomed render-
ing image and depth map, (c) Interpolation depth map

위의 보간 된 깊이 맵과 가시성 맵을 사용하여 다음 단계

인 역변환을 진행하게 된다. 

3. 역변환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빈 구멍에 대해 역

변환을 시행한다. 아래식 1과식 2는 기존의 3차원 점에서

2차원으로 투영하는 식이며 식 3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역 투영하는 식을 나타낸다[13]. 식 1,2에서처럼 3차원에서

2차원으로 투영되면서 깊이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그림 8. 역 변환 과정
Fig. 8. The process of inverse war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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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에서 미리 생성한 깊이 맵을 사용하여 깊이

정보를 복원하게 된다. 위의 그림 8 에서 2차원 이미지 상

에서   좌표의 빈 구멍과 그 좌표와 같은 위치의 깊이

맵에서의 깊이 정보를 사용하여 식 3의 3차원으로의 역

투영을 하게 된다. 아래식에서  , , , 는 x 축, y축으

로의 초점거리와 주점을 의미한다[15][16]. 

(1)

(2)

  (3)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역 투영을 한 3차원 상의 좌표는

확대조작을 하는 변환 행렬 에 의해 점들 사이가 벌어지

게 된 3차원상의 위치이다. 위의 그림 8처럼행렬의 성질에

의해  행렬의 역행렬 을곱하게 되면 원본의 포인트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아래식 4는 2차원 점이 3차원상

으로 역 투영되고 원본의 포인트로 역 변환 되는 과정을

행렬식으로 표현하였다. 

(4)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구멍이 생기지 않은 시점의 변환
행렬 ‵을 사용하여 원본의 포인트 좌표에 곱한다. 다음
식 1,2의 원근 투영 식을 사용하여 2차원 좌표 ‵‵ 을
계산한다. 가시성 맵에서 2차원 좌표 ‵‵ 안에 있는
RGB 값을 구멍이 생긴 이미지의 에 채워주게 되면
역 변환 과정이 마무리된다. 위 그림 8에서 빨간 부분은 3
차원 공간에서의 점의 처리이고 아래 파란 부분은 2차원
공간에서의 점의 처리이며오른쪽그림은 와 ‵에 대한
설명이다. 

Ⅳ. 제안한 방법의 실험

1. 실험 환경

본 연구의 실험은 3.6GHz clock의 Intel i7-4790 CPU와

32GB의 메모리의 환경에서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의 역 변환 과정은 오직 CPU 
연산만을 통해서 수행한다. 또한 Horbart[18]에서 제공하는

그림 9의 4개의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를 실험에서 사용

한다 : long dress, soldier, loot, red and black 포인트 클라

우드 콘텐츠들은 각각 300개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시

퀀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는 약

700,000에서 1,100,000개의 X, Y, Z의 3차원 기하 정보와

이에 대응되는 8bit RGB 색상 정보가 있다.

그림 9. 실험에사용될 4개의포인트클라우드콘텐츠. soldier, long dress, 
red and black, loot 
Fig. 9. Four point cloud contents. soldier, long dress, red and black, 
loot

2. 실험 결과

아래 그림 10은 4개의 콘텐츠별깊이 값의 변화에 따른

기존 렌더링과 제안한 방법의 렌더링 결과 영상이다. 그림
10의 (a)와 (c)는 기본 렌더링 방법이며 (b)와 (d)는 제안한

방법의 렌더링 결과 영상이다. 깊이 값이 가까워지더라도

역변환을 수행하여 빈 구멍 없는 선명한 이미지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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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렌더링 결과와 이전 연구 방

법인 포인트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의 렌더링 결과의 품질

을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였다. 정량적 비교를 위해 PSNR 
수치를 사용하였다. PSNR의 값은 아래식 5, 6에 의해 획득

(a)

(b)

(c)

(d)

그림 10. (a), (c) 일반 렌더링 방법, (b), (d) 제안한 방법의 렌더링
Fig. 10. (a), (c) Basic rendering, (b), (d) our method rendering

(a) (b) (c) (d)
그림 11. 제안한 방법과이전방법의품질평가 방법 (a) 전체포인트를 사용한렌더링영상(ground truth), (b) 랜덤한 20%의포인트만 사용하여 렌더링한
결과 영상, (c) 포인트 크기를 키워 구멍을 채운 렌더링 결과 영상, (d) 제안한 방법에 의한 렌더링 결과 영상
Fig. 11. Quality assessment of our method and previous method (a) use all point rendering(ground truth), (b) use 20% random point rendering, 
(c) previous method hole filling rendering, (d) our method hole filling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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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값이 높을수록 유사도가 증가한다[20].

  log


 (5)

   



  




  



  ∈ (6)

비교 방법은 그림 11 (a)의 100% 포인트를 사용하여 렌

더링 한 결과 이미지를 ground truth로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전체 포인트 중 20%만 사용하여 빈

구멍이 발생한 렌더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안한 방법과

이전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렌더링 하였다. 4개의 콘

텐츠에 대해 두 방법의 결과를 각각의 ground truth 와
PSNR 수치를 비교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이전 연구 방법

에 비해 PSNR 수치 평균 1.2 dB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1은 각각의 콘텐츠 당 하나의프레임에 대해 제안한 방법과

이전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PSNR 수치를 비교한 결과이다.

contents our method
PSNR[dB]

previous method
PSNR[dB]

Soldier 29.7 29.1

Long dress 29.2 28.0

Red and black 30.3 29.1

Loot 28.5 26.3

표 1. PSNR 수치 비교
Table 1. Comparison PSNR 

또한 제안한 방법과 이전 방법의 렌더링 결과를 두 가지

의 콘텐츠로 정성적 비교를 하였다. 이전 방법인 포인트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이미지 상에서 포인트를 구로 크기

를 키워 빈 영역을 채우는 방법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

(a) (b)
그림 12. (a) 제안한 방법, (b) 이전 연구 방법
Fig. 12. (a) our method rendering, (b) previous method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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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에 비해 비교적 계산이 간단하다. 그러나 아래 그

림 12에서 빨간 사각형을 비교해보면 세밀한 문양이나 머

리카락의 빈 영역과 같이 세밀한 부분에서 품질의 저하가

발생하였다. 포인트를 구로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

에 주변에 비어 있어야 할 영역도 채워버리거나 세밀한 영

역은 포인트의 크기를 키우기 때문에 뭉개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깊이 정보를 사용하여 좌표

를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깊이 정보의 정확함에 따라 세

밀한 렌더링이 가능하다. 그림 12에서 빨간 사각형내부를

보면 제안한 방법 결과인 (a)가 이전 연구 방법 결과인 (b)
에 비해 더욱 선명하고 향상된 품질을 보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확대했을 때

생기는 품질 저하의 문제를 깊이 정보와 역변환을 통해 해

결하였다. 포인트로 구성된 객체를 확대하게 되면 점들 사

이에 빈 공간이 발생하고 빈 공간 사이에 뒷면의 점이 비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후빈 공간의 좌표를 역으로

추적하여 실제 RGB 값을 가시성 맵에서 가져오게 된다. 
점의 크기를 키워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과의 PSNR 품질

비교를 통해 품질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단순하게

점의 크기만 키우는 기존 방법은 세밀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에서 세밀함이 뭉개지 데 반해, 제안 방법은 세밀함이

살아있는 결과를 보였다.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는 3차원 물체를 실시간으로 표

현하기좋은 도구이다. 최근 비대면 화상 회의 수요의증가

로 인해몰입감 있는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AR/VR의 활

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시간 처리의 필요성을 생각하

면 3차원 데이터를 폴리곤 메쉬화 하는 방법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바로 처리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이러

한 이유로 실시간으로 연산 가능한 포인트 클라우드 렌더

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구멍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결정하는 변환 행렬 를 콘

텐츠에 adaptive 하게 찾는 연구가필요하다. 이 변환 행렬

의 수치는 콘텐츠의 포인트 밀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를 미리 계산하여 구멍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의 변환 행렬

를 수식적으로 연산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PSNR을 사용하였지만

PSNR 수치는 비교하는 이미지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것이

지 품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렌더링 품

질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법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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