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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PCC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 방안 중 하나로, 기존 비디오 코덱을 활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압축한
다는 특징으로 인해 움직임을 가지는 동적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에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이에 V-PCC는 AR/VR과 같은 실감형 콘
텐츠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V-PCC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해서
는 기존 미디어 파일 포맷인 ISOBMFF로 캡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DASH와 같은 적응형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V-PCC 콘텐츠를 다양한 품질의 콘텐츠를 각각 인코딩하여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V-PCC의 높은 인코딩 복잡성과 방
대한 데이터의 크기로 인해 기존의 2차원 미디어에 비해 인코더와 서버에 큰 부담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SHVC 기반의 V-PCC 콘텐츠 인코딩을 통해 획득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고려되어질 수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HVC기반의 V-PCC 비트스트림을 DASH 서비스에 맞게 ISOBMFF로 캡슐화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구
성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SHVC 기반 V-PCC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ISOBMFF 캡슐화와 DASH 구
성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검증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Abstract

Video 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V-PCC) is one of the compression methods for compressing point clouds, and shows 
high efficiency in dynamic point cloud compression with movement due to the feature of compressing point cloud data using an 
existing video codec. Accordingly, V-PCC is drawing attention as a core technology for immersive content services such as 
AR/VR. In order to effectively service these V-PCC contents through a media streaming platform, it is necessary to encapsulate 
them in the existing media file format, ISO based Media File Format (ISOBMFF). However, in order to service through an 
adaptive streaming platform such as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DASH), it is necessary to encode V-PCC contents 
of various qualities and store them in the server. Due to the size of the 2D media, it causes a great burden on the encoder and 
the server compared to the existing 2D media. As a method to solve such a problem, it may be considered to configure a 
streaming platform based on content obtained through V-PCC content encoding based on SHVC. Therefore, this paper encapsulates 
the SHVC-based V-PCC bitstream into ISOBMFF suitable for DASH service and proposes a configuration method to service it. In 
addi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ISOBMFF encapsulation and DASH configuration method to effectively service SHVC-based 
V-PCC contents, and confirm them through verific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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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 모임이 지양됨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하였으며, 
AR/VR, 5G 네트웨크, AI, 블록체인 등 주요 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와 같은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를 효과

적으로 서비스 하기 위한 실감형 콘텐츠 처리 기술과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감

형 콘텐츠 중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 공간상의 물체를

면밀히 표현할 수 있어 AR/VR,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핵심 기술로써 활용되고 있다[1].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 ISO/IEC JTC1/SC29/WG11 산하 The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PEG)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2차원 패치로 사영한 뒤, 이를 기존의 2차원 비디

오 코덱을 이용하여 압축하는 Video based Point Cloud 
Compression(V-PCC) 기술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 MPEG에서는 인코딩된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저장, 전송하여 소비하기 위해서 기

존의 미디어 파일을 ISO based File Format(ISOBMFF)으
로 캡슐화 하는 방안과, V-PCC 데이터를 Dynamic Adap- 
tive Streaming over HTTP(DASH) 등의 기존 미디어 전송

플랫폼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Carriage of 
visual volumetric video-based coding (V3C) data 표준화를

진행중이다[3].
DASH는 가변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끊김 없는 고품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응형 스트리밍 표준

중 하나로 미디어 스트리밍, Over-the-Top(OT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디어 전송에 사용되고 있다. DASH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품질로 인코딩하여 서버에

저장한 뒤, 사용자가 적절한 품질의 콘텐츠를 요청할 수 있

도록 Uniform Resource Locator(url) 정보를 제공한다. 이
러한 특성으로 서버에는 다양한 품질의 콘텐츠를 각각 인

코딩하여 저장해야 하므로 인코딩과 저장에 큰 부담이 발

생하지만, 사용자는 url을 통한 요청만으로 원하는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특히 V-PCC 압축과정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2차

원를 패치 생성하는 단계에서 많은 연상량을 요구하기 때

문에 기존의 2차원 비디오 인코딩에 비해 높은 복잡성을

가지며, 인코딩된 다수의 인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포함하므로 기존 미디어 파일에 비해 방대한 크기를 가진

다. 이러한 V-PCC 콘텐츠의 특성은 DASH와 같이 다 품질

의 콘텐츠를 인코딩 해야 하는 적응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더욱 부담이 되는 문제로 작용한다. 이에, 다양한 품질의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방법

으로 HEVC의 스케일러블 코덱인 Scalable High Efficiency 
Video Coding(SHVC)을 이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의 밀도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SHVC는 계층간 참조를 통해 다양한 품질의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하므로 다양한 품질의 데이터를 효과

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 SHVC 코덱 기반의 V-PCC 인코딩

의 경우 한 번의 패치 생성 단계를 만으로 다양한 품질의

V-PCC 콘텐츠를 인코딩 할 수 있으며, SHVC 코덱의 높은

압축률로 인해 여러 품질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각

각 인코딩하는 기존 방법에 비해 인코더와 서버에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4][5]. 
이러한 SHVC 기반 V3C 콘텐츠는 기존 V3C 콘텐츠와

다른 구조를 지니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캡슐화와 전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HVC 기반 V3C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 ISOBMFF 캡슐화 방안과 DASH 구성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전송 실험을 통해 제안 기술에 대해 검증

하고자 한다. 제안 방안은 MPEG의 Carriage of V3C data 
표준화를 바탕으로 SHVC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

의 밀도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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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 기술이

되는 V3C High Level Syntax(V3C HLS), V3C ISOBMFF 
캡슐화 및 DASH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HVC 기반 V3C 콘텐츠 캡슐화 및 DASH 구성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서술하고, 5장에서는 제안한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Ⅱ. 배경 기술

본 장에서는 SHVC 기반 V3C 콘텐츠의 캡슐화 및

DASH 구성 방안에서 사용되는 인코딩된 V3C 데이터의

High Level Syntax, Carriage of V3C 표준에서 정의된 V3C 
ISOBMFF Encapsulation 방안, DASH에 대해 설명한다.

1. V3C ISOBMFF Encapsulation 

V-PCC는 3차원 미디어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2
차원 영상으롤 사영한 뒤, 기존의 비디오 코덱을 이용하여

압축하는 코덱으로, 기존의 2차원 코덱을 이용하기에 높은

압축률을 나타내며, 움직임을 가지는 동적 포인트 클라우

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PCC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각 포인트의 법선벡터

를 계산하고, 유사한 방향의 법선벡터를 가지는 점들을묶

어 3차원 패치를 생성한다. 생성된 3차원 패치를 사영한 뒤, 
2차원 공간상에 배치하여 공간 상에서 패치의 유무를 나타

내는 점유 지도(Occupancy Map), 패치의깊이 정보를 나타

내는 기하 영상(Geometry), 패치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 영상(Attribute), 영상과 패치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정

보를 나타내는아틀라스 데이터(Atlas Data)를 생성한다. 생
성된 2차원 영상은 Advanced Video Coding(A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EVC)과 같은 기존의 비디오 코

덱을 통해 압축되며, V-PCC 콘텐츠의 전반적인 정보를 포

함하는 V3C Parameter Set(VPS)과 아틀라스 데이터는

Arithmetic Coding을 통해 압축된다. 이와 같이 V-PCC 인
코딩된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는 V3C 포맷 비트스트림으

로 저장된다[6].
V3C 비트스트림은 <그림 1>과 같이 V3C 유닛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를 구성

하는 V3C 유닛은 하나의 VPS를 포함하는 V3C 유닛들로

구성된다. V3C 유닛은 V3C 유닛헤더(V3C unit header)와

그림 1. V3C 비트스트림 구조
Fig. 1. V3C bitstream structure



남귀중 외 2인: SHVC 기반 V-PCC 콘텐츠 ISOBMFF 캡슐화 및 DASH 구성 방안 551
(Kwijung Nam et al.: SHVC-based V-PCC Content ISOBMFF Encapsulation and DASH Configuration Method)

V3C 유닛 페이로드(V3C unit Payload)로 구성되어 있다. 
V3C 유닛헤더는 각각의 유닛을 식별하기 위한 V3C_unit_ 
id와 유닛의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V3C_unit_type 등 V3C 
유닛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V3C 유닛 페이로드

는 실질적인 V3C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VPS 유닛은 V3C 시퀀스를 구분하기 위한 v3c_parame-

ter_set_id, V3C 시퀀스에 포함되는 아틀라스 데이터의 수

를 나타내기 위한 atlas_count 등 시퀀스에 대한 전반적인

파라미터 정보를 포함한다. 아틀라스 데이터 유닛은 NAL 
유닛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Atlas Sequence Parameter 
Set(ASPS), Atlas Frame Parameter Set(AFPS) 등 패치 영

상의 파라미터 정보를 포함하는 아틀라스 파라미터와 2차
원 패치영상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치 정보(Patch data)를 포함한다. 점유 지도, 기하 영상, 
속성 영상과 같은 비디오 구성 성분 유닛(Video Compo- 
ment unit)은 비디오 인코딩된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포함한

다[7].
국제 표준화 기구 ISO/IEC 산하 MPEG에서는 V3C 비트

스트림을 효과적으로 저장, 전송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V3C 콘텐츠의 ISOBMFF 캡슐화 방안에 대한 Carriage of 
V3C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코딩된 V3C 데이터의

ISOBMFF 캡슐화는 V3C 구성 성분을 하나의 트랙으로

구성하는 단일 트랙 캡슐화와 각각의 구성 성분을 각각

의 트랙으로 캡슐화 하는 멀티 트랙 캡슐화로 나뉘어 진

다.
단일 트랙 캡슐화는 <그림 2>와 같이 구성된다. ‘moov’ 
박스내의 Sample Entry는 ‘v3eg’ 또는 ‘v3e1’ 타입을 가질

수 있으며, Sample Entry 박스내부에 VPS, ASPS, AFPS와
같은 파라미터 정보, 및 Supplemental Enhancement Infor- 
mation(SEI)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다. V3C 단일 트랙 캡

슐화에서 ‘mdat’ 박스내의샘플은 V3C unit 단위로 존재한

다.
V3C 데이터의 멀티 트랙 캡슐화는 <그림 3>과 같은 구

조를 지닌다. V3C의 구성 요소가 각각 트랙으로 캡슐화 된

다. VPS 유닛과아틀라스 데이터 유닛은 V3C 아틀라스 트

랙을 생성하며, 점유 지도, 기하 영상, 기하 영상 유닛은 각

각 V3C 비디오 컴포넌트(V3C Video Component) 트랙을

구성한다.
V3C 아틀라스 트랙 내의 Sample Entry는 ‘v3cg’ 또는

‘v3c1’ 타입을 가질 수 있으며, Sample Entry 박스 내에는

VPS, Atlas Parameter Set, SEI 메시지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또한, V3C 아틀라스 트랙은 Track Reference 박스를 가

질 수 있으며, Track Reference 박스 내의 ‘v3vo’, ‘v3vg’, 
‘v3va’ 박스는 각각 점유 지도, 기하 영상, 속성 영상 성분

의 V3C 비디오컴포넌트 트랙을 참조한다. V3C 아틀라스

트랙의 ‘mdat’ 박스에는 아틀라스 데이터가 NAL 유닛 단

위로 존재한다. V3C unit 중 점유 지도, 기하 영상, 속성

영상은 각각 V3C 비디오 컴포넌트 트랙을 구성한다. V3C 
비디오 컴포넌트 트랙은 기존 비디오 코덱을 이용하여 인

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비디오 데이터의

ISOBMFF 캡슐화와 동일하게 캡슐화된다.
각각의 트랙에 포함된 ‘vunt’(V3C unit header) 박스에

V3C 유닛헤더 정보가 저장되며, V3C 시퀀스를 V3C 아틀
라스 트랙과 V3C 비디오 구성 트랙의샘플들은 ‘stts’, ‘ctts’ 

그림 2. V3C 단일 트랙 캡슐화
Fig. 2. V3C Single track encap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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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ISOBMFF 기본 타이밍 기능박스에 의해 동기화된다[8][9].

2. DASH 

본 절에서는 DASH에 대해 설명한다. DASH는 최근 모

바일 디바이스의 발전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트리밍 서

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변적인 네트워크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끊김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HyperText Transfer Protocol(HTTP) 기반의 적응형

미디어 스트리밍 표준이다. 
DASH는 <그림 4>와 같은 서비스 구조를 가진다. DASH 

Generator에서 원본 미디어를 다양한 품질의 세그먼트 단

위로 인코딩하고, 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MPD)을
생성하여 서버에 저장한다. MPD는 XML 기반의 Manifest 

파일로 미디어의 해상도, 세그먼트의 url 정보 등을 사용자

에게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품질의

영상을 요청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MPD
는 Period, Adaptation Set, Representation, Segment Infor- 
mation의 계층 구조를 가진다. Period는 미디어 콘텐츠를

시간 단위로 구분하며, Period 내에서 동일한 타임 라인을

갖는 비디오, 오디오, 자막 등의 구성요소는 각각 Adapta- 
tion으로 구성된다. Adaptation Set은 하나 이상의 Repre- 
sentation을 포함한다. Representation은 다양한 비트레이

트, 해상도 등 다양한 품질로 인코딩 된 미디어의 구성 요소

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에 맞추어 알맞은 품

질의 구성요소를 인코딩 할 수 있게 하여 끊김 없는 스트리

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Representation은 사용자가 세

그먼트에 접근할 수 있는 url 정보를 포함한다[10][11].

그림 3. V3C 멀티 트랙 캡슐화
Fig. 3. V3C Multi-track encap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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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는 DASH 전송을 위해 인코딩된 미디어 파일로, 
MPEG-2 Transport Stream(TS) 또는 ISOBMFF 포맷으로

구성된다. 세그먼트는 한 번의 HTTP 송수신을 통해 전송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단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세그먼트는독립적으로재생이 가능하다. 세그먼트는 코덱

정보 등 디코더초기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초기화세그

먼트(Initialization Segment)와 실질적인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미디어 세그먼트(Media Segment)로 나뉘어

진다. 초기화세그먼트는 비디오 코덱 정보, 디코더초기화

정보 등 디코딩에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초기화세그먼트가먼저 전송되어야 한다. 미디어세그

먼트는 실질적인 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디

어 샘플의 디코딩 및 프레젠테이션 시간, 오프셋 정보 등

미디어 데이터의 재생에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Ⅲ. 제안 실험 모듈 구조

상기 장에서는 제안 기술의 기반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SHVC 기반 V3C 콘텐츠 ISOBMFF 
캡슐화 방안 및 DAHS 구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된

기술을 활용한 전송 실험 모듈과 검증 모듈을 설계한다.

1. SHVC 기반 V3C 콘텐츠 ISOBMFF 캡슐화
방안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HVC 기반 V3C 콘
텐츠 ISOBMFF 캡슐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제안된 캡슐

화 방안은 V3C 데이터의 멀티 트랙캡슐화를 기반으로 한

다. 제안된 SHVC 지원 V3C 콘텐츠 ISOBMFF 캡슐화 방

안은 <그림 5>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HEVC 코덱을 이용

하여 단일 계층 인코딩된 점유 지도와, SHVC 코덱을 이용

하여 3계층으로 인코딩된 기하 영상, 속성 영상으로 구성된

다.
제안된 SHVC 기반 V3C 캡슐화 방안에서 기존의 V3C 
멀티 트랙 캡슐화 방안과 동일하게 VPS 유닛과 아틀라스

유닛은 V3C 아틀라스 트랙을 생성하며, 단일 계층 인코딩

된 비디오컴포넌트 트랙 또한 기존의 방안과 동일한 방법

으로 캡슐화 된다. SHVC 코덱을 이용하여 다 계층 인코딩

그림 4. DASH 서비스 구조
Fig. 4. DASH Servi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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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디오 컴포넌트 유닛의 경우, Base Layer(BL)와 En- 
hanced Layer(EL)는 각각의 트랙으로 캡슐화한다.

SHVC 인코딩된 비디오의 BL은 HEVC 코덱을 이용하

여 인코딩 되므로, BL 트랙은 기존의 비디오 컴포넌트 트

랙과 동일한 방법으로 캡슐화 된다. SHVC의 EL 계층은 각

각 EL 트랙으로 구성되며, Sample Entry 박스에는 스케일

러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파라미터 정보와 SEI 메시지 등

이 포함된다. V3C 아틀라스 트랙의 ‘tref’ 박스는 BL 트랙
과 EL 트랙을 모두참조하며, V3C 유닛헤더 정보를 저장

하는 ‘vunt’ 박스는 디코딩에 필수적인 BL 트랙에 포함되

어 이를 통해 BL을 식별할 수 있다.

2. SHVC 기반 V3C 콘텐츠 DASH 구성 방안

본 절에서는 SHVC 기반 V3C 콘텐츠 DASH 구성을 위

해 MPD에속성 파라미터를 정의하며, 상기 절에서 제안된

ISOBMFF 캡슐화 방안을 기반으로 구성된 MPD 예시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MPD 속성 파라미터는 <표 1>에서

와 같이 정의하였다. Representation의 @density_scalability 

그림 5. SHVC 기반 V3C 데이터 ISOBMFF 캡슐화
Fig. 5. SHVC based V3C data ISOBMFF encap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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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는 SHVC를 통해 지원되는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

츠의 밀도 스케일러빌리티 비율을 제공하며, Adaptaion의
@max_density_scalability 파라미터는 Adaptaion에 포함된

Representation이 갖는 밀도 스케일러빌리티의 최대 값을

제공한다. 제안된 밀도 스케일러빌리티 파라미터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에 알맞

은 품질의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안된 SHVC 기반 V3C IOSBMFF 캡슐화를 기반으로

구성된 DASH MPD는 <그림 6>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V3C 아틀라스 트랙과 점유 지도, 기하 영상, 속성 영상 비

표 1. SHVC 기반 V3C 지원 MPD 파라미터
Table 1. SHVC based V3C supportabld MPD Parameters

그림 6. SHVC 기반 V3C MPD 구조
Fig. 6. SHVC based V3C MP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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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컴포넌트 트랙은 각각 AdpatationSet을 구성하며, 
SHVC 인코딩된 비디오 컴포넌트 성분의 BL 트랙과 EL 
트랙은 동일한 AdaptationSet 내에서 Representation으로

구성된다. V3C 아틀라스 트랙은 @codecs 파라미터가

‘v3c1’ 값을 가지는 것으로 식별되며, 각 V3C 비디오 컴포

넌트 트랙은 @Component type 파라미터를 통해 구분된다. 
동일한 AdaptationSet 내의 BL 트랙과 EL 트랙은 제안된

@density_scalability 파라미터를 통해 밀도 스케일러빌리

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EL 트랙은 @dependency id 
파라미터는 상위 계층의 Representation의 @id를 참조하여

계층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BL 
트랙만을 요청하여 낮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받거나, BL 
트랙의 id와 동일한 @dependency id를 가지는 EL 트랙을

요청하여 향상된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DASH 전송 및 검증 실험 구조

본 절에서는 상기 절에서 제안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DASH 전송 실험 및 검증 실험 방안을 제공한다. 제공된

기술의 전송 및 검증 실험의 구조는 <그림 7>과 같이 V3C 
ISOBMFF Generator, V3C DASH Generator, V3C DASH 

Parser 모듈로 구성된다. 
V3C ISOBMFF Generator 모듈은 SHVC 기반 V-PCC 인

코딩된 V3C 비트스트림을 상기 1절에서 제안된 ISOBMFF 
캡슐화 방안을 기반으로 캡슐화한다. 캡슐화된 ISOBMFF 
파일은 V3C DASH Generator를 통해세그먼터화 되며, 상
기 2절에서 제안된 구조의 MPD를 생성한다. 생성된

DASH 세그먼트는 MPD의 url을 통해 전송되며, 전송된세

그먼트는 V3C DASH Parser 모듈에서 V3C 비트스트림으

로 복원된다. 이 때, 세그먼트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density_scalability 파라미터를 통해 스케일러빌리티에

따라 전송될수 있으며, 복원된 V3C 비트스트림은 원본 비

트스트림을 비교하여 ISOBMFF 캡슐화 및 DASH 구성 단

계에서 데이터의 손실 없이 전송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상기 3장에서는 SHVC 기반 V3C 콘텐츠의 ISOBMFF 
캡슐화 방안과 DASH 구성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제
안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설계된 실험을 통해 제안 기술의 타당성에 대

그림 7. DASH 기반 V3C 콘텐츠 전송 및 검증 시스템 구조
Fig. 7. DASH-based V3C content delivery and verification system structure

그림 8. SHVC 기반 V3C ISOBMFF 파일 예시
Fig. 8. Example of SHVC based V3C ISOBMF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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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한다. 전송 및 검증 실험의 소스 코드는 Windows10 
환경에서 Visual Studio 2017 IDE를 통해 C++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검증 실험은 MPEG Common Test Condition 
(CTC)의 ‘longdress’와 ‘redandblack’ 콘텐츠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12].
 V3C ISOBMFF Generator 모듈에서 생성된 SHVC 기반

V3C ISOBMFF 파일은 <그림 8>의 결과와 같이 8개의 트

랙으로 구성되며, V3C 아틀라스 트랙의 ‘tref’ 박스를 통해

V3C 비디오컴포넌트 트랙을 참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V3C ISOBMFF Generator 모듈에서 생성된 MPD는 <그

림 9>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V3C 아틀라스 트랙과 점유 지

도, 기하 영상, 속성 영상 성분은 각각 AdaptationSet을 구성

하며, SHVC 인코딩된 기하 영상과속성 영상은 BL 트랙과

EL 트랙이 각각 Representation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L 트랙과 EL트랙에서 제안된 @density scal-
ability 파라미터를 통해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의 밀도 스

케일러빌리티 정보를 제공하며, @dependency id 파라미터

그림 10. 복원 비트스트림 비교 결과 예시 (a) 원본 V3C bitstream (b) 복원된 V3C bitstream
Fig. 10. Example of reconstructed bitstream comparison result (a) Original V3C bitstream (b) Reconstructed V3C bitstream

그림 9. SHVC 기반 V3C MPD
Fig. 9. SHVC based V3C M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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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상위 계층의 Representation을 참조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V3C DASH Parser 모듈에서 MPD의 url 정보를 이용하

여 HTTP 전송된 DASH 세그먼트를 파싱하여 V3C 비트스

트림을 복원한다. 이 때, MPD의 Representation 1을 통해

전송된세그먼트를 통해 BL 트랙을, Representation 2를 통

해 전송된세그먼트를 통해 EL 트랙을 복원할 수 있다. 복
원된 V3C 비트스트림은 binary compare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원본 V3C 비트스트림과 비교하였으며, <그림 10>의
결과와 같이 동일한 비트스트림으로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복원된 V3C 비트스트림은 V-PCC 디코딩을 통해 포인

트 클라우드 콘텐츠로 복원된다. <그림 11>과 같이 Repre- 
sentation 1을 통해 전송된 BL 트랙을 통해 저밀도 포인트

클라우드 콘텐츠의 복원이 가능하며, Representation 2를

통해 전송된 EL 트랙을 통해 고밀도 포인트 클아우드 콘텐

츠의 복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장의 실행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ISOBMFF 캡슐화 방안 및 DASH 구성 기술을 활용하여

SHVC 기반의 V3C 콘텐츠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따른 소비

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V-PCC의 인코딩 과정에서의 높은 복잡성과 압축 파일의

방대한 크기는 DASH와 같이 다양한 품질의 콘텐츠를 인

코딩 해야 하는 서비스에서 서버에 큰 부담을 발생시킨다. 
SHVC 기반의 V-PCC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기존의 V3C 콘텐츠와 다른 구조를 가지므로 기

그림 11. Representation에 따른 스케일러블 디코딩 결과 (a) ‘longdress’ Representation 1 (b) ‘longdress’ Representation 2 (c) ‘redandblack’ 
Representation 1 (d) ‘redandblack’ Representation 2
Fig. 11. Example of scalable decoding result according to representation (a) ‘longdress’ Representation 1(b) ‘longdress’ Representation 2 
(c) ‘redandblack’ Representation 1 (d) ‘redandblack’ Represent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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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V3C 데이터의 캡슐화와 전송 방안으로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SHVC 기반

V3C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ISOBMFF 캡슐

화 방안과 DASH 구성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고, 제안된 기

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송 및 검증 실험을 설계하

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기술을 활용하여 전송된

SHVC 기반 V3C 콘텐츠를 데이터의 손실 없이 DASH를

통해 전송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스케일러빌리티에 따라

선택적 소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 기술

은 AR/VR 등, V-PCC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효과적인 적응

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방송망및 인터넷망에서 사용되는 MMT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더
불어 사용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ROI 기반의 V3C 콘텐츠

전송 방안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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