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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육프로그램과 같이, 삼차원 오디오 비디오 정보를 이용
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출현하고 제안되고 있다.

Previous works related to texture coordinate coding of the
three-dimensional(3-D) mesh models employed the same
predictor as the geometry coder. However, discontinuities in the
texture coordinates cause unreasonable prediction. Especially,
discontinuities become more serious for the 3-D mesh model
with a non-atlas texture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oding scheme to remove discontinuities in the texture
coordinates by reallocating texture segments according to a
coding order.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oding
scheme outperforms the MPEG-4 3DMC standard in terms of
compression efficiency. The proposed scheme not only
overcome the discontinuity problem by regenerating a texture
image, but also improve coding efficiency of texture coordinate
compression.

삼차원 정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응용은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차원

정보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상호작용

(interaction)을 제공할 수 있다.
삼차원 메쉬(three-dimensional mesh)는 삼차원 정보
를 기하학 정보, 연결성 정보, 광학적 정보로 표현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삼차원 정보의 표현 방법이다. 지
금까지 삼차원 메쉬 모델을 처리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메쉬 변형 기법[1]은 삼차원 메쉬 모델의
표면을 임의의 형태의 삼차원 표면으로 변경하고 메쉬
정제 기법[2]은 서브디비젼(subdivision) 알고리즘을 사용

I. 서론

하여 삼차원 표면을 부드럽게 한다. 삼차원 메쉬 단순
화 기법[3]을 이용하여 삼차원 장면은 효율적으로 표현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하고 삼차원 메쉬 모델을 점진적으로 전송한다. 삼차원

초고속 네트워크에 실어 전송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

메쉬 부호화 기법[4]은 삼차원 모델을 효과적으로 저장

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하고 전송하기 위해 삼차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

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를 요구하는 사용자

는 것이다.

들이 늘고 있어, 실감방송이나 삼차원 게임, 삼차원 교

기존의 삼차원 메쉬 부호화 방법은 기하학 정보
본 연구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실감방송연구센터
(RBRC)를 통한 정보통신부대학 IT 연구센터(ITRC)와 교
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 21(BK21) 정보기술사업의 지원
으로 이루어졌음.

와 연결성 정보를 부호화하는데 치중되어 있었다. 하지
만, 삼차원 메쉬 모델 정보의 60% 이상이 광학적 정보
인 것을 감안한다면 광학적 정보 부호화에도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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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텍스처 좌표 부호화

져야 한다. 특히, 삼차원 스캐너와 같은 삼차원 정보획
득 장치로 삼차원 모델을 생성할 때, 대부분의 삼차원
메쉬 모델은 실제와 같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색상

Deering[5]와 Taubin[6]는 연결성 정보에 따라 모든

정보 대신에 텍스처 영상(texture image)과 텍스처 좌표

꼭지점을 탐색한 후, 선형 예측기를 사용하여 텍스처

(texture coordinates)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텍스처 좌

좌표를 부호화 하였다. Touma 와 Gotsman[7]은 꼭지점의

표 부호화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탐색 순서에 따라 연결성 정보를 부호화 하고 평행사변

일반적으로 텍스처 영상은 JPEG을 이용하여 부

형법을 이용하여 텍스처 좌표를 부호화 하였다. 예측된

호화하고, 텍스처 좌표 정보는 기존의 기하학 정보 부

텍스처 좌표의 잉여 에러는 엔트로피 부호화한다. 역시

호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예측 부호화한다. 하지만,

제안한 평행사변형 예측기 (parallelogram predictor)는 그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여 텍스처 좌표를 부호화하면 텍

대표적인 예이다. Isenburg[8]는 텍스처 좌표의 불연속성

스처 좌표와 텍스처 영상 사이의 불연속성(discontinuity)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선택적인 선형 예측기를 이

때문에 부호화 효율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

용하여 텍스처 좌표를 부호화 하였다.

메쉬 모델의 텍스처 좌표 정보를 부호화하는 새로운 방

2.3 텍스처 좌표의 불연속성

법을 제안한다.

II. 기존의 텍스처 좌표 부호화 방법

실제로 삼차원 스캐너와 같은 삼차원 정보획득 장
치로 텍스처 좌표를 생성할 때, 매개화 정보가 많은 부

2.1 텍스처 영상과 텍스처 좌표

분에서 어긋난다 [8]. 결과적으로, 꼭지점 부호화 순서
에 따라 텍스처 좌표를 부호화하면 텍스처 좌표가 불연

텍스처 영상을 삼차원 모델에 적용하는 것을 텍스

속성적으로 정렬된다.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정렬되는

처 매핑(texture mapping)이라고 하는데, 텍스처 매핑 과

현상을 텍스처 좌표의 불연속성이라고 한다. 텍스처 좌

정을 거쳐 삼차원 모델을 표현한다. 텍스처 매핑은 이

표의 불연속성 때문에, 기존의 선형 예측기를 이용하여

차원의 텍스처 영상 조각을 텍스처 좌표에 따라 삼차원

텍스처 좌표를 부호화하면 부호화 효율이 떨어진다. 그

메쉬 모델의 폴리곤에 위치시켜 이루어진다.

림 2는 텍스처 좌표의 불연속성을 보여준다.

텍스처 영상에는 Atlas 텍스처 영상과 Non-atlas
텍스처 영상이 있다. Atlas 텍스처 영상은 조각난 영상의
차트를 하나의 텍스처 영상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반면
에 Non-atlas 텍스처 영상은 사각형 조각들의 모음으로,
하나의 텍스처 영상으로 매개화(parameterization)된 것이
다. 그림 1은 Atlas 텍스처 영상과 Non-atlas 텍스처 영
상을 보여준다.

그림 2. 텍스처 좌표의 불연속성

III. 텍스처 영상 재배열을 통한
텍스처 좌표 부호화
본 논문에서는 텍스처 영상을 재배열하여 텍스처
좌표를 부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삼

(a) atlas 텍스처 영상 (b) Non-atlas 텍스처 영상

차원 메쉬 모델 분석과정, 텍스처 좌표 분석과정, 텍스

그림 1. 텍스처 영상의 종류

처 영상 재배열과정, 텍스처 좌표 예측 부호화과정으로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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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삼차원 메쉬 모델 분석

3.3 텍스처 영상 재배열

삼차원 메쉬 모델 분석은 삼차원 메쉬 정보로부터

텍스처 영상 재배열은 불연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텍스처 영상과 텍스처 좌표를 분리해 내는 과정이다.

텍스처 영상을 연속적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텍스처

입력 모델의 형식은 VRML이며, VRML 분석기를 통해

영상은 텍스처 탐색 순서에 따라 Zig-zag 순으로 재배

텍스처

다음은

열한다. 재배열을 하기 전에 생성될 텍스처 영상을 위

Nefertiti 모델을 가지고 있는 VRML 파일의 텍스처 영

해 영상 버퍼를 할당한다. 그리고 불연속성 정보를 포

상과 텍스처 좌표의 일부분을 보여준다.

함하고 있는 연결리스트를 검사하면서 새로운 텍스처

영상과

텍스처

좌표를

분리한다.

영상을 만든다. 그림 3은 텍스처 영상을 재배열하는 과
정을 보여준다.

texture ImageTexture {
url "nefert5_T5k1.bmp"
}
texCoord TextureCoordinate { point [
0.333008 1.13184, 0.333008 1.11621, 0.348633 1.13184,
0.192383 1.19434, 0.192383 1.20996, 0.176758 1.19434,
0.750977 1.53027,

Nefertiti 모델의 텍스처 영상은 nefert5_t5k1.bmp 파
512x512의

일로

해상도를

갖는

이차원

영상이다.

Nefertiti 모델은 10013 개의 텍스처 좌표를 가지고 있는

그림 3. 텍스처 영상의 재배열

데, 위 예에서 보듯이 텍스처 좌표는 텍스처 영상의 한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x,y) 좌표 쌍으로 이루어져 있
다. 삼차원 메쉬 모델 분석에서는 텍스처 영상을 찾아

만약 불연속점이 생기면 플래그(flag)를 두어 표시

내고 해당하는 텍스처 좌표를 메모리에 올려놓는다. 또

한다. 불연속점 플래그는 예측 부호화 과정에서 잉여

한, 삼차원 메쉬 모델의 기하학 정보와 연결성 정보도

데이터(residual data)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 수신단에

삼차원 메쉬 모델 분석에서 추출한다.

전송된다. 텍스처 영상을 재배열 하기 위해서 텍스처
조각을 Non-atlas 텍스처 영상으로부터 뽑아낸다. 텍스

3.2 텍스처 좌표 분석

처 조각은 그림 4와 같이 삼각형이나 점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처 좌표는 0과 1 사이로 정규화한
다. 정규화된 텍스처 좌표로부터 정확한 텍스처의 위치
를 찾아내야 한다. 텍스처의 위치는 텍스처 좌표에 텍
스처 영상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곱하여 식 (1)과 같
이 얻어낼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때때로 제공되
는 텍스처 좌표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a) 유형 1

(b) 유형 2

(c) 유형 3

그림 4. 텍스처 조각의 유형
Xpos = TWidth * Xnorm,

Ypos = THeight * Ynorm

(1)

3.4 텍스처 좌표의 예측 부호화
텍스처 좌표 분석은 텍스처 영상과 텍스처 좌표 사
이의 불연속성 정보를 탐색한다. 불연속성 정보를 추출

텍스처 좌표 예측 부호화는 3DMC를 이용하여 텍

하기 위해서 일정한 탐색 순서를 정해야 한다. 본 논문

스처 좌표를 예측 부호화한다. 3DMC에서는 꼭지점 탐

mesh

색 과정을 거쳐 팽행사변형법을 이용한 예측기를 사용

coding)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찾아낸 불

한다. 텍스처 좌표의 부호화 순서로 텍스처 영상을 재

연속성 정보는 연결리스트 형식으로 메모리에 저장된다.

배열하여 잉여 데이터의 분산과 엔트로피을 줄인다.

에서는

MPEG

표준인

3DMC(three-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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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결과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텍스처 영상 재배열을 이용한 텍스

본 논문에서는 텍스처 좌표와 텍스처 영상 사이의

처 좌표 부호화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Coin 모델과

불연속성을 제거하여 텍스처 좌표를 부호화하기 위해

Nefertiti 모델을 사용하였다. Coin 모델과 Nefertiti 모

텍스처 영상의 재배열 과정을 제안하였다. 텍스처 좌표

델은 각 2932 개의 꼭지점과 2503 개의 꼭지점을 가지

부호화에 관련된 기존의 방법들은 텍스처 좌표의 불연

고 있고 512 x 512 크기의 텍스처 영상을 포함한다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Non-atlas 텍스처 영상
인 경우, 부호화 순서에 따라 텍스처 좌표를 부호화하
면 불연속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제안한 방법은 불연속성 정보를 제거하여 텍츠처
좌표를 예측 부호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효
율적으로 텍스처 좌표를 부호화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그림 5. 실험 모델

기존의 3DMC 를 사용하지 않고 기하학 정보와 연결성
정보를 이용한 텍스처 부호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표 1>과 <표 2>는 3DMC와 제안한 방법을 비

참고문헌

교하여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듯이, 제안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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