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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PEG-I (Immersive) 그룹에서는 6자유도(DoF: degrees of freedom)를 제공하는 몰입형 비디오의 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
다. MPEG Immersive Video (MIV) 표준화 기술에서는 사용자에게 움직임 시차(parallax)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다수의 영상을 깊
이 맵 기반 이미지 렌더링(depth map-based image rendering, DIBR)을 바탕으로 임의의 사용자 시점의 뷰를 렌더링하게 된다. 현재
MIV에서는 효율적인 부호화를 위한 기술들이 많이 논의된 바 있지만, 전송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용
자 시점에 적응적인 몰입형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품질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현재 MIV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룹 분할 기법을 통
하여 독립적으로 전송, 복원이 가능한 시점 그룹 단위를 생성하여 이를 사용자 시점에 기반한 품질 할당 기법을 통해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적응적 전송 기법은 Test Model for Immersive Video (TMIV) 시험모델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주어진 합
성 시점 위치에 따라 렌더링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그룹별로 계산하고 우선 시점 그룹을 판단하여 고품질로 전송한다. 사용자 시점에
대한 렌더링 비교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TMIV 대비 PSNR 지표에서 평균 17.0%, IV-PSNR 지표에서 14.6%의 BD-rate 
감소율을 보여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함을 보였다.

Abstract

The MPEG-I (Immersive) group is working on a standardization project for immersive video that provides 6 degrees of freedom 
(6DoF). The MPEG Immersion Video (MIV) standard technology is intended to provide limited 6DoF based on depth map-based 
image rendering (DIBR) technique.  Many efficient coding methods have been suggested for MIV, but efficient transmission 
strategie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MPEG-I. This paper proposes group-based adaptive rendering method for immersive 
video streaming. Each group can be transmitted independently using group-based encoding, enabling adaptive transmission 
depending on the user's viewport. In the rendering process, the proposed method derives weights of group for view synthesis and 
allocate high quality bitstream according to a given viewport. The proposed method is implemented through the Test Model for 
Immersive Video (TMIV) test model. The proposed method demonstrates 17.0% Bjontegaard-delta rate (BD-rate) savings on the 
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and 14.6% on the Immersive Video PSNR(IV-PSNR) in terms of various end-to-end evaluation 
metrics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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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시점 자유도(Degrees of Freedom, 
DoF)를 제공하려는 차세대 미디어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2018년, MPEG-I 프로젝트

(ISO/IEC 23090)에서는 전방위 미디어 포맷(Part 2 Omni- 
directional Media Format, OMAF)을 통해 3차원 공간에서

감상자의 머리 방향에 따른 세 가지 자유도를 제공하는 360 
VR 영상을 3DoF로 정의하여표준화를 진행하였다[1]. 이러

한 3DoF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몰입감 있는 시청이

가능하도록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자유로운 시

점 변환을 제공하는 6DoF 비디오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으며, MPEG 125차 회의에서는 점진적으로 최대

6DoF를 지원하는 미디어 시스템 기술에 대한 몰입형 비디

오(Part 12: MPEG Immersive video, MIV)를 정의하고 표

준화를 시작하였다[2-3]. 
MIV 표준화 기술은 다양한 위치에서 획득한 다시점 영

상을 기반으로, 시점에 따른 영상 합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높은 자유도와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당초 MIV는 3DoF+,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화면 전환 이동

에 따른 운동 시차(motion parallex)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여, 2019년부터 3DoF+ 비디오의 표준화를 본격적

으로 시작하고 더 나아가 6DoF를 제공하기 위해 6DoF의
EE (Exploration Experiment)를 진행하고 있다[4-6]. 2019년
3월 MPEG 126차 회의에서는 MPEG-I (Immersive)에서는

몰입형 비디오 표준화 기술을 지원하는 테스트 모델(Test 
Model for Immersive Video, TMIV)를 정의하였으며, 이후

MIV 기술은 129차 회의에서 비디오 기반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Part 5: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V-PCC)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용어, 신택스 구문, 복호화

과정 등 통합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130차 회의에서 공통

명세인 Visual Volumetric Video-based Coding (V3C)을 정

의하였다. V3C는 V-PCC와 MIV의 확장 메커니즘을 제공

하며, MIV 역시 V-PCC 표준 기술과 함께 V3C 비트스트림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7].
MIV의 기술적 배경은 복수 개의 다시점 비디오를 전송

하고 이를 감상하고자 할 때, 압축 및 복원 과정에서 비디오

코덱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데에 있다. 다시점 비디오

압축을 진행하기 전, TMIV를 통하여 전처리 과정으로 각

시점 간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차분 패치만을 모아둔 아틀

라스(Atlas)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아틀라

스 영상은 비디오 코덱 요구사항에서 픽셀 레이트(pixel 
rate)를 크게 절감하는 것으로 필요한 디코더 인스턴스를

최소화하여 비디오 코덱에 대한 하드웨어 제약을 크게 완

화할 수 있다[22,25]. 공통 실험 조건에 명시된 HEVC Main 
10의 5.2 Profile 레벨을 기준으로, 하나의 디코더 인스턴스

는 최대 4096x2048까지의 해상도 영상을 지원하며 그 이상

의 해상도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디코더 인스턴스가 필요하

다. 특히 최적화된 병렬처리 성능을 내기 어려운 모바일 등

의 단말에서는 디코더 인스턴스에 개수에 따른 성능 영향

이 크게 나타나며, 따라서 MIV 표준화 기술은 비디오 코덱

에서 처리해야하는 영상 해상도를 시점 간 중복성 제거를

통해 절감하고자 한다[18]. 
그러나 영상 해상도를 절감하기 위해 시점 간의 중복성

제거 과정을 거칠경우, 복원 과정에서 서로의 시점들이 의

존성을 가지게 되어 독립적인 단위의 복원과 전송이 어려

워지는 문제로 기존의 적응적 스트리밍 기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MIV의 다시점

처리 과정에서 독립적인 전송과 복원을 보장하는 그룹 기

반 TMIV를 기반으로, 사용자 시점에 따라 각 그룹의 렌더

링 기여도를 계산하여 시점 그룹의 품질을 적응적으로 전

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방

법의 기반이 되는 그룹 분할 기반 인코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대해 서술한

다. 4장에서는 실험 환경 서술과 성능 평가 결과를 분석하

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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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TMIV에서 모든시점을 한번에 고려하여 중복성 제거 과

정을 시행하게 될 경우, 깊이맵에서의 전경과 배경 구분이

어려운 문제로 최종 렌더링 과정에서 배경에 해당하는 패

치가 전경 물체에 합성되는 등의 합성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

기 위해 시점을 단위 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그룹으로 처리

하는 그룹 기반 기법은, 렌더링된 합성 영상 화질 평가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고하여 MPEG 128차 회의에서채택된 기

술이다[8]. 일반적으로 그룹 기반 기법의 압축 효율은 깊이

맵이 정확하지 못한 자연 영상일수록, 하나의 시점이 넓은

시청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perspective 영상일수록 이득

이 더 뛰어나며(최대 43%의 BD-rate 이득), 반대로 equi-
rectangular projection (ERP) 영상컨텐츠에 대해서는 시점

의 분할이 중복성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큰 손실을 나타

내는 경향을 보인다[9]. 예를 들어, ERP 영상인 Museum 시
퀀스에서는 하나의 시점만으로 대부분의 시청 영역을 표현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바탕 시점이 1개로 선택되지만, 그
룹 분할 기법에서는 그룹마다 각각의 바탕 시점을 가지게

되어 불필요한 시점의 중복성이 커지게 된다[23].  
그룹 기반 기법의 기술적 배경은 렌더링 화질 개선에 있

지만, 해당 기법을 통해 나뉘어진 그룹들은 서로 독립적으

로 TMIV의 처리 과정을 거쳐 그룹 간의 의존성이 존재하

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룹

기반 기법이 별개의 영상 단위로 처리되어 독립적으로 복

원, 전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응적 스트리밍에 활용

될수 있는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적응적 스트

리밍 기법의 예시로 360 비디오에서의 타일(Tile) 기반 스

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Region of Interest (RoI) 기반 전송

기법 등을 들 수 있으며, V-PCC에서도 타일 기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0-13]. 이와같이 차세대 미디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공간적 임의 접근(spatial random 
access)을 고려한 논의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몰입형

비디오 기술에서는 타일 기반접근방법 이외에 아직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4-15].
그림 1은 그룹 분할 방법을 통한 그룹 기반 TMIV 인코딩

의 인코더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그룹 기반 인코딩

의 구체적인 동작은 다음과같이 이루어진다. 1) 생성될아

틀라스의 최대 크기와 수를 파라미터로 입력받아 추후 각

그룹의 파라미터 선택에 포함한다. 2) 입력받은 그룹 개수

파라미터를 따라 각 그룹을 분할한다. 이 때, 입력받은카메

라파라미터를 이용하여 3차원 축 중에서 가장넓은 범위를

가지는 축을 중심 축으로설정하고, 중심 축에 해당하는 영

상들을 파라미터 제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적으로 그

룹으로 포함한다. 3) 분할된 그룹의 영상들은 각각 독립적

으로 TMIV 처리 과정인 프루닝, 패킹, 클러스터링 등의 과

정을 거쳐 아틀라스로 변환된다. 이렇게 생성된 각 그룹의

아틀라스들은 그룹 간 의존성이없으므로 독립적으로 복원, 
전송될수 있다. 또한카메라 축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그룹

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시점 렌더링 측면에서도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방향의 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1. 그룹 기반 TMIV 인코더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Group-based TMIV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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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Fan 영상에서 그룹 분할 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각 그룹의 아틀라스는 기존 TMIV에서 처리되던

것과 같이, 바탕 시점과 추가 시점의 패치들을 독립적으로

생성하게 된다. 그림 2에서는 평면 배열로 15개의 시점이

존재하는 다시점 영상에 대해 2개의 그룹으로 분할된 결과

이다. 이렇게 생성된 아틀라스를 이용해 사용자 시점을 렌

더링하고자 할 때, 정해진 대역폭에서 각 그룹에 품질을 비

대칭으로 할당하는 경우를 생각해볼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자 가상 시점 렌더링에 높은 기여도를 가지는 그룹에 대하

여 보다 높은 품질로 전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시점에 대한 그룹 별 기여도를

TMIV의 렌더러에서 먼저 계산하고, 이 정보를 전송시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그룹 분할 기법을 기반으

로 사용자 시점에 대한 렌더링 실험과 평가를 통해 제안하

는 적응적 렌더링 기법이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함을 보인

다.

Ⅲ. 제안 기법

현재 TMIV에서 가상 시점을 합성하여 렌더링하기 위한

렌더러 소프트웨어로 VWS(View Weighting Synthesizer)
를 채택하고 있다[16]. VWS의 주요 특징은 주변 영상을 이

용해 가상 시점 영상을 합성하고자 할 때, 가시도(Visibili- 
ty)를 계산하여 이를 렌더링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점에 있

다. VWS에서 합성하고자 하는 사용자 시점의 위치를 입력

받게 되면 하나의 깊이맵을 생성하고 이를 입력 영상들에

와핑(warping)을 수행하여 가시도 맵(Visibility map)을 생

성한다. 이렇게 생성한 가시도 맵을 이용해 픽셀 단위로 주

변 영상의 기여도를 계산하고, 렌더링 과정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높은 품질의 가상 시점 합성이 가

능하다[24].
본 논문에서는 VWS의 렌더링 방법에 착안하여 입력받

은 시점에 따라 각 그룹 영상들의 기여도를 사전에 계산하

고, 이를 우선 시점 그룹 전송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여도가 높은 영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

는 그룹을 우선 시점 그룹으로 정의하여, 적응적 렌더링 프

레임워크에서 우선 시점 그룹에 대해 높은 품질을 적용한

비트스트림을 선택하여 가상 시점을 렌더링하는 방법을 거

치게 된다. 즉, 영상 전송 과정에서 입력받은 사용자 시점을

렌더링하고자 하였을 때의 주변 영상에서의 기여도를 비트

스트림 품질 선택 시에 활용한다.
그림 3은 Group 시퀀스에서의 그룹 분할에 따른 카메라

좌표와 사용자 시점 기록 데이터셋을 활용한 시점(Pose 
trace)의 첫 프레임의 가상 시점 좌표를 나타낸다. 앞서 기

술한 그룹 분할알고리즘에 따라 각 카메라 시점이 그룹으

로 분산되어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 시점은

가까운 그룹에 있는 시점들을 주로 활용하여 시점을 합성

하게될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01과 p02는 주로

그룹 1의 시점을활용하여 시점 합성을, p03의 경우 복합적

그림 2. Fan 시퀀스의 그룹 분할 기법 적용 결과 예시
Fig. 2. Example of group-based encoding atlases (Fan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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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roup 시퀀스의 각 시점 카메라 좌표 정보
Fig. 3. Camera coordinate information for each viewpoint (Group 
sequence.)

으로 시점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대역폭이라 하

더라도 사용자 시점에 기여도가 높은 시점 그룹은 우선적

으로 높은 품질의 비트스트림을 전송하는 것으로 몰입형

비디오에서의 효율적인 적응적 스트리밍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스트리밍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타겟비트레이트를설정하고앞서 기

술한 방법을 적응적 렌더링 프레임워크에 활용한다. 특정

타겟 비트레이트와 사용자 시점에 대한 타겟 좌표가 주어

졌을 때, 각 영상의 시점 기여도 수치를 계산하여 우선 시점

그룹을 선택한다. 이후, 선택된 우선 시점 그룹에 대하여

먼저우선적으로 높은 품질의 비트스트림을 선택하여 비트

레이트를 할당한다. 이후 우선 시점 그룹이 아닌그룹은 나

머지 비트레이트에 대응되는 품질 비트스트림을 선택하여

이를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시점 그룹에 대한

비트레이트 할당 비율은 시점 기여도 수치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보인다. 제안하는 적응적

렌더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상 시점을 렌더링하는 데에

기여도가큰우선 시점 그룹이 높은 품질로 전송되므로, 각
그룹의 품질을 균일하게 전송할 때보다 효율적인 적응적

전송이 가능하다. 
그림 4는 제안하는 적응적 전송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 
앞서 서술한 그룹 분할 기법을 통해 분할된 그룹 아틀라스

들을 다수의 양자화파라미터(Quantization Parameter, QP) 
값으로 인코딩하여 비트스트림 형태로저장한다. 다음으로

그림 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적 몰입형 비디오 전송 프레임워크
Fig. 4. Proposed adaptive immersive video rendering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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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대역폭과 렌더링할 사용자 시점의 정보를 입력받게

되면 렌더러에서 시점 별 기여도를 사전에 계산하고, 이
‘view weighting’ 정보를 통해 대역폭에 따라 각 그룹의 비

트스트림 품질을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의 비트스트림 품

질 선택 방법의 경우, 전송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검증을

위해 비우선 시점 그룹에 대해 delta QP+5를 적용하는 방법

을 선택하였다. 즉, 우선 시점 그룹이 아닌그룹의 경우 우

선 시점 그룹보다 양자화파라미터를 5만큼높인 비트스트

림을 전송받아 렌더링하며, 추후 기여도 정보를 이용한 최

적의 여러 적응적 알고리즘이 포함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제안하는 실험 방법은 MPEG-I의 테스트 모델인 TMIV 

6.0과 함께, 공통 실험 조건(Common Test Conditions, 
CTC)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17-18]. 테스트 컨텐츠로는

Museum (SB), Painter (SD), Frog (SE), Fan (SO), Group 
(SR), Carpark (SP), Street (SU), Hall (ST) 8가지 시퀀스를

선정하였다. 타겟 비트레이트는 영상 컨텐츠에 따라 다른

비트레이트를 가지며, 깊이 맵의 비트레이트는 텍스처 양

자화파라미터의 선형 변환식이 제시된 공통 실험 조건을

준수하였다. 
현재 MPEG-I의 공통 실험 조건에서는 가상 시점에 대해

합성된 영상의 품질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테스트 시퀀스

마다 실제 감상자의 시선 좌표를 기록한 pose trace 데이터

셋또한 함께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해당 pose trace 
데이터셋을 통해 렌더링된 가상 시점에 대한 화질 측정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Pose trace를 통

하여 렌더링된 가상 시점에 대한 화질 측정은 원본 영상을

이용해 렌더링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합성 오류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객관적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MPEG 회의에서도 주관적 화질 평가 등 다

양한탐색실험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제공하는 3가지 pose trace 데이터 모두의 경우에 대해 다양

하게객관적 및 주관적 화질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제

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인다[19-20].  
표 1은 TMIV에서 그룹 분할 기반 시 선택된 시점과 카

메라 배열 특성을 나타낸다. 그룹 분할 기법은 시점 그룹

간 서로의 의존성을 제거하는 만큼, 기존 TMIV 대비 영

상 간의 중복성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컨텐츠 별로 압축 효율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앞서 관련 연구 파트에서 서술했듯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점이 큰 시야각을 가지는 ERP 영상 컨텐츠의 경우, 하
나의 시점으로도 많은 가상 시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

에 그룹 분할 기반 시 압축 효율에 있어서 손실을 보인다. 
반대로 각 시점이 커버하는 영역이 작으나 전체 가상 시

점이 큰 범위를 표현해야 하는 Perspective 컨텐츠의 경우

그룹 분할 기반 방법이 압축 효율에 이득을 보이는 경향

을 나타낸다. 
공통 실험 조건 영상에서 ERP 컨텐츠의 대표적인 예시

로 Museum (SB) 시퀀스를 들 수 있으며, Perspective 컨텐

Sequence name Class No. of source view Resolution Category View FoV 

Museum B 24 2048x2048 Computer-generated 180° × 180° ERP

Painter D 16 (4x4) 2048x1088 Natural contents 50° × 37°

Frog E 13 (13x1) 1920x1080 Natural contents 63.65° × 38.47° 

Group R 21 1920x1080 Computer-generated 75° × 48°

Fan O 15 (5x3) 2048x2048 Computer-generated 50° × 50°

Carpark P 9 (9x1) 1920x1088 Natural contents 63° × 48°

Street U 9 (9x1) 1920x1088 Natural contents 63° × 48°

Hall T 9 (9x1) 1920x1088 Natural contents 63° × 48°

표 1. 테스트 시퀀스의 특성
Table 1. Properties of test video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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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에서는 Frog (SE) 시퀀스를예로 들 수 있다. 컴퓨터 그래

픽을 통해 생성된 영상이 아닌실제 취득한 자연영상은장

비 상의 한계로 깊이 맵에서 보다 부정확함을 나타내며,따
라서 그룹 분할 시에 시점 분리에 따른 합성 오류 개선 또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제안하는 적응적 전송 알고리즘은

이러한컨텐츠의 특성에 상관없이 성능 개선을 나타냄을 4
장에서 보인다. 
표 2는 공통 실험 조건 상의 Pose Trace별첫프레임에서

우선 시점 그룹의 기여도와채택 여부를 나타낸다. 각 사용

자 시점 p01, p02, p03 시점을 렌더링 시의 기여도를 모든

영상에 대하여 계산한 후, 이를 그룹 별로 합산하여 나타내

었다. 그룹 분할 개수는 모든컨텐츠에 대하여 N=2로 실험

하였으며, 합산 기여도가 높은 그룹을 우선 시점 그룹으로

정의하고 3장에서 기술한 적응적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타겟비트레이트는 각컨텐츠의 비

트레이트 매칭 문제로 인해 컨텐츠마다 별도로 임의로 구

간을 제한하였다. 
그림 5는 p02 시점에서 렌더링된 그룹 분할 기반 방법과

제안하는 알고리즘과의 BD-rate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다. 제안하는 방법은 그룹 기반 방법과객관적 화질 수치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전송에 필요한 비트레이트가 크게

줄어든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점 합성에 기

여도가 낮은 그룹에 대한 품질이 감소하였으므로, 비트레

이트를 크게 절약하면서도 합성 시점에 대한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6은 ‘p03’ 시점에서 제안하는알고리즘의 주관적 화

질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 Frog (SE) 시퀀스에서

15000kbps을 타겟 비트레이트로, Painter (SD) 시퀀스에서

는 3000kbps를 타겟비트레이트로 렌더링하였을 때의 비교

결과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룹 분할 기반 결과는 기존 표준

문서에서 보고된 것과같이 렌더링 시에 시점 합성 오류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9]. 표시된 부분은 제안하는 적응적

품질 할당 기법을 적용한 결과에서 화질 개선이 식별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은 합성 우선 시점 그룹에

대해 높은 품질을 할당함으로써 동일 비트레이트 내에서

주로 텍스처 부분에 대한 패치가 고품질로 대체되어 선명

하게 나타나며, 객관적 화질 비교 또한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lass Views per group p01 view 
weights

p02 view 
weights

p03 view 
weights

B v1, v4, v2, v8, v18, v7, v17, v9, v6, v22, v11, v21 /
 v5, v15, v13, v16, v10, v12, v0, v3, v20, v19, v14, v23

G1(51.84%)
G2(49.26%)

G1(44.80%)
G2(55.20%)

G1(52.14%)
G2(47.86%)

D v0, v4, v1, v5, v2, v8, v6, v9 / 
v10, v3, v12, v13, v7, 11, v14, v15

G1(64.95%)
G2(35.05%)

G1(81.00%)
G2(19.00%)

G1(76.19%)
G2(23.81%)

E  v0, v1, v2, v3, v4, v5 /
v6, v7, v8, v9, v10, v11, v12

G1(98.07%)
G2(1.93%)

G1(10.64%)
G2(89.36%)

G1(7.18%)
G2(92.82%)

R v0, v1, v12, v2, v13, v3, v18, v14, v4, v19 /
v5, v15, v6, v20, v16, v7, v17, v8, v9, v10, v11

G1(96.28%)
G2(3.72%)

G1(96.17%) 
G2(3.83%)

G1(10.51%)
G2(89.49%)

O v14, v9, v13, v8, v4, v12, v3 /
 v7, v2, v11, v6, v1, v10, v5, v0

G1(80.99%) 
G2(19.01%)

G1(36.14%)
G2(63.86%)

G1(55.88%)
G2(44.12%)

P  v8, v7, v6, v5 / v4, v3, v2, v1, v0 G1(86.77%) 
G2(13.23%)

G1(20.99%) 
G2(79.01%)

G1(90.44%) 
G2(9.56%)

U  v8, v7, v6, v5 / v4, v3, v2, v1, v0 G1(92.55%) 
G2(19.01%)

G1(93.53%) 
G2(19.01%)

G1(95.22%) 
G2(19.01%)

T  v8, v7, v6, v5 / v4, v3, v2, v1, v0 G1(84.32%) 
G2(15.68%)

G1(90.97%) 
G2(9.03%)

G1(10.99%) 
G2(89.01%)

표 2. 영상 별 그룹 분할 결과 및 렌더링 시점에 대한 그룹 기여도 결과 (평균화된 결과) 
Table 2. Results of group-based encoding and view weights (norm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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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02’ 시점에 대한 객관적 렌더링 화질 비교 그래프 (TMIV, 그룹 분할 기반, 제안 방법)
Fig. 5. Objective performance comparison with synthesized ‘p02’ BD-rate (TMIV, Group-based,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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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rate(%)
(v.s.Group-based)
(v.s. Proposed)

SB SD SE SR SO SP SU ST

p01 46.6%
45.3%

-9.7%
-13.6%

-18.9%
-38.5%

-12.0%
-42.9%

-13.6%
-31.8%

-11.5%
-23.8%

-19.6%
-26.7%

-21.4%
-30.9%

p02 48.8%
46.5%

-8.8%
-12.1%

-22.7%
-45.2%

-9.6%
-27.3%

-11.5%
-23.3%

-10.4%
-25.5%

-15.0%
-23.3%

-17.7%
-26.6%

p03 43.2%
39.7%

-5.4%
-9.2%

-21.3%
-41.2%

-6.7%
-15.2%

-3.5%
-8.8%

-13.5%
-28.7%

-14.7%
-21.5%

-18.2%
-25.4%

Avg. 46.2%
43.8%

-7.9%
-11.6%

-20.96%
-41.6%

-9.4%
-28.4%

-9.5%
-21.3%

-11.8%
-26.0%

-16.4%
-23.8%

-19.1%
-27.6%

Group v.s. Proposed -2.6% -3.7% -20.64% -19.0% -11.8% -14.2% -7.4% -8.5%

표 3. 각 렌더링 시점에 대한 객관적 화질 비교 결과 (TMIV 대비 Group-based, 제안 방법, PSNR)
Table 3. Objective performance comparison for pose trace views (TMIV v.s. Group-based, Proposed, PSNR)

(a) TMIV (28.41dB) (b) Group-based (28.67dB) (c) Proposed (29.35dB)

(d) TMIV (34.04dB) (e) Group-based (34.19dB) (f) Proposed (34.74dB)

그림 6. ‘p03’ 시점에 대한 주관적 렌더링 화질 비교 결과 (TMIV, 그룹 분할, 제안 방법)
Fig. 6. Subjective performance comparison wtih ‘p03’ views (TMIV, Group-based, Proposed) (a), (b), (c) : Frog (SE), target bitrate 15000kbps, 
(d), (e), (f) : Painter (SD), target bitrate 3000kbps

IV BD-rate(%)
(v.s.Group-based)
(v.s. Proposed)

SB SD SE SR SO SP SU ST

p01 41.7%
38.8%

-4.5%
-8.8%

-14.5%
-33.6%

-15.6%
-37.8%

-13.5%
-30.9%

-8.7%
-16.9%

-15.5%
-23.2%

-17.8%
-26.8%

p02 45.6%
42.2%

-6.7%
-10.4%

-18.7%
-39.9%

-10.4%
-23.6%

-9.8%
-22.4%

-8.8%
-20.5%

-14.7%
-20.6%

-12.5%
-23.4%

p03 35.3%
38.6%

2.3%
-5.5%

-19.9%
-40.2%

-5.2%
-14.5%

-2.7%
-8.2%

-11.2%
-23.5%

-12.8%
-19.9%

-11.0%
-20.8%

Avg. 40.8%
39.8%

-2.9%
-8.2%

-17.7%
-37.9%

-10.4%
-25.3%

-8.6%
-20.5%

-9.5%
-20.3%

-14.3%
-21.2%

-13.7%
-23.6%

Group v.s. Proposed -1.0% -5.3% -20.2% 14.9% -11.9% -10.8% -6.9% -9.9%

표 4. 각 렌더링 시점에 대한 객관적 화질 비교 결과 (TMIV 대비 Group-based, 제안 방법, IV-PSNR)
Table 4. Objective performance comparison for pose trace views (TMIV v.s. Group-based, Proposed, IV-P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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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표 4는 기존 TMIV 전송 대비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PSNR와 IV-PSNR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은 그룹 분할 기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룹 분할 기법 시의 성능에도 영향을받기 때문에두방법

에 대해 모두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의 첫 줄은

TMIV 대비 그룹 분할 기법에 대한 BD-rate를 나타내며, 
두번째줄은 TMIV 대비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BD-rate를
나타낸다. 그룹 분할 기법에서 큰 손실을 나타내었던 ERP 
영상컨텐츠는 제안하는 방법에서도낮은 이득을 나타내었

는데, 이는앞서 서술했듯하나의 시점마다 시야각이 크기

때문에, 그룹 분할 시에 오히려 중복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표 2에서 나타나듯이두그룹의 기여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시점 그룹에 대한 적응적 품질 할당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ERP 영상컨텐츠에 대해 그룹 분할 기법이

큰 손실을 나타내므로, 제안하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는 ERP 영상을 작은 해상도로 분할하는 등 독립적인 시청

영역 단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제안하는 방법은 1차원 카메라 배열을 가진

자연 취득 영상 Frog (SE) 시퀀스에 대해 가장 큰 이득을

보이며, 넓은 시청 영역과 원형 카메라 배열을 가진 Group 
(SR) 시퀀스에 대해서도 다른 시퀀스보다 다소 높은 효율

을 보인다. 동일한 1차원 카메라 배열이지만 시점 개수와

시청 영역이 Frog (SE) 시퀀스보다 제한된 Carpark (SP), 
Street (SU), Hall (ST) 시퀀스는 Frog (SE) 시퀀스보다는

낮은 효율을 보인다. 이로 인해 전체시청 영역이넓을수록, 
그리고 각 시점의 시야각이 작을수록 우선 시점 그룹이 기

여도를 지배적으로 차지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임

을 추론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PSNR 지표에서 기존 TMIV 대비 평균

17.0%, 그룹 분할 기법 대비 평균 10.9%의 BD-rate 감소율

을 보였으며, IV-PSNR 지표에서는 기존 TMIV 대비 평균

14.6%, 그룹 분할 기법 대비 평균 10.1%의 BD-rate 감소율

을 보여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IV-PSNR은 MPEG-I에서

몰입형 비디오에 대한 품질 평가를 위해 제안되어 주관적

화질 평가에서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지표로, 시점 합성

시에 경계 부분에 대한 오류와 전역적인 색상 편차를 고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21]. ERP 영상을 제외한 그룹 분할

시에 이득을 보였던컨텐츠들은 제안하는 방법에서도 이득

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컨텐츠의카테고리에 대

해큰차이없이 비슷한 이득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안

하는 방법은 깊이 맵이 비교적 부정확한 자연취득 영상에

서도 효율적인 적응적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추
후 품질 할당 알고리즘을 최적화한다면 보다 높은 효율의

몰입형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몰입형 비디오 전송 과정에서 사용자 시점에

기반한 적응적 스트리밍을 고려한 렌더링 기법을 제안하였

다. 기존 360 영상의 적응적 스트리밍 기술은 motion con-
strained tile set (MCTS) 기법을 토대로 타일(Tile) 단위의

비트스트림 전송과 복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몰
입형 비디오 기술은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시점 간 의존성

이 존재하는 문제로 기존의 적응적 스트리밍 기법을 적용

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시점을

그룹 단위로 분할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룹 분할 기반

방법을 기반으로, 렌더링하고자 하는 사용자 시점에 대해

각 영상의 기여도를 계산한다. 이후, 우선 시점 그룹의 비트

스트림의 품질을 고품질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몰입형

비디오에서의 효율적인 적응적 스트리밍이 가능함을 보였

으며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TMIV 대비 PSNR 지표에서 평

균 17.0%의 BD-rate 감소율을, IV-PSNR 지표에서는

14.6%의 BD-rate 감소율을 보였다. 현재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 시점에 대한 입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사

용자 시선예측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전송을 위한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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