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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및장치

요약

  본 발명은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방법은 (a) 영상 기반 그

래픽 데이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를 읽어들이는 단계; (b)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영상기반 그래픽 데이터의

참조영상에 대해 3차원 워핑을 수행하여 워핑영상을 얻는 단계; (c) 워핑영상에 대해 각 화소별로 깊이 테스트와 스플래팅

을 수행하여 최종 컬러데이터를 얻는 단계; 및 (d) 최종 컬러데이터를 이용하여 객체를 시각화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영상 기반으로 표현된 3차원 그래픽 객체의 가시화를 용이하게 하여,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초

당 가시화 할 수 있는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이동 단말기기에 이용될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3차원 그래픽 객체의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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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심플텍스쳐 기반 모델의 시각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1차원으로 도식화된 포인트텍스쳐의 일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2차원 사진(四進)트리로 도식화된 팔진트리영상의 일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새로운 시점이 참조 영상에 투영되는 지점인 에피폴라 점(epipolar point)을 찾는 일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에피폴라 점이 속할 수 있는 9개 영역과, 영역 5에 속하는 경우 z좌표의 부호에 따라 참조 영상의 픽셀 방문 순서

가 바뀜을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에 대한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워핑부의 세부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좌표변환부의 세부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9는 상기 깊이테스트부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0은 스플랫부의 세부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1은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 중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고속시각화 장치의 동작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 중 포인트텍스쳐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의 구성을 블록

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3은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상기 포인트텍스쳐 초기화

부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4는 포인트텍스쳐 데이터 고속시각화 장치의 좌표변환부의 세부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 중 포인트텍스쳐 고속 시각화 장치의 동작을 흐름도로 도시

한 것이다.

  도 16은 심플텍스쳐에서 목적 해상도가 일정할 때, 기존 방식과 새로 고안한 방식과의 계산량을 비교한 그래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7은 배경 데이터 제거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도 18은 팔진트리영상의 고속시각화 방법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19는 심플텍스쳐로 표현된 BOO 모델의 개인 정보 단말 상에서의 시각화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20은 포인트텍스쳐로 표현된 FLOWER 모델의 개인정보단말 상에서의 시각화 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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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1은 팔진트리영상으로 표현된 ANGEL 모델의 개인정보단말 상에서의 시각화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22는 심플텍스쳐(SimpleTexture)의 여러 모델에 대한 개인 정보 단말 상에서의 시각화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23은 포인트텍스쳐(PointTexture), 팔진트리영상(OctreeImage)의 도 20와 도 21에 대한 렌더링 속도를 나타낸 것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차원 그래픽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및 장

치에 관한 것이다.

  3차원 그래픽에 관한 연구의 초기부터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세계와 같은 현실적인(realistic) 그래픽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다. 현재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객체 표현의 주요한 방법은 다각형(polygonal) 모델이다. 임의의 형상을

색상 다각형의 집합, 즉 삼각형(triangle)들에 의해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엄청난 진보

와 그래픽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복잡한 객체 및 장면을 실시간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정지 및 애니메이션 모델로 시각

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휴대폰이나 개인정보단말기(Personal Data Assistant : PDA)와 같은 이동 단말 기기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캐릭터

서비스, 동영상, 음악, 게임 등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동기기를 통해 공급하는 환경이 구축되면서 3차원 그래픽 객

체를 이동기기에서 재생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PC와는 달리 이동 기기는 중앙연산처리기(CPU)

의 성능이 낮고, 부동 소수점 연산을 지원하지 않으며, 3차원 그래픽 가속기를 장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PC와 같은 수준

의 시각화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편, 깊이 이미지 기반 표현(Depth image-based representation : DIBR)은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객체를 쉽게

표현하고 시각화하는 새로운 표현방법 이다 [1][2]. 상기 DIBR 은 MPEG-4 AFX(Animation Framework eXtension)에

채택되어 왔다 [1].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전형적으로 다각형 메쉬(polygonal meshes)로 객체(object)를 표현하여 왔지

만, DIBR의 표현 방법 중 심플텍스쳐(SimpleTexture)는 3차원 그래픽 객체를 눈에 보이는 객체의 표면을 감싸는

(covering) 참조 영상(reference image)의 집합으로 나타낸다. 각 참조 이미지는 상응하는 깊이 맵(depth map)으로 나타

내어지며, 상기 깊이 맵은 이미지 평면의 픽셀로부터 객체 표면까지의 거리를 배열(array)로 나타낸 것이다. 심플텍스쳐의

잇점 중 하나는 다각형모델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참조 이미지가 객체에 대한 양질(high quality)의 시각화

(visualization)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뷰(view)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각화의 계산량의 복잡도는 풍

경(scene)의 복잡성에는 관계없이 뷰의 픽셀 수(즉, 뷰의 해상도)에만 관련된다. 이러한 특징은 스크린의 해상도가 낮은

이동 기기에서의 시각화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상기 심플텍스쳐는 도 1과 같이 3차원 객체를 N개의 카메라에서 관측

한 컬러 및 깊이영상으로 표현한다.

  DIBR 패밀리(family)의 또 다른 형식(format)은 포인트텍스쳐(PointTexture) 및 팔진트리영상(OctreeImage)이다. 상

기 포인트텍스쳐는 도 2와 같이 하나의 카메라 위치에서 바라본 픽셀들의 배열로 객체를 표현한다. 각각의 포인트텍스쳐

픽셀은 색깔, 픽셀로부터 카메라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깊이 및 포인트텍스쳐 시각화를 보조하는 몇 개의 다른 속성들에

의해 표현된다. 각 시선(line of sight)을 따라 물체와의 교점에서 다수의 픽셀들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포인트텍스쳐는

보통 다수의 층(multiple layer)으로 구성된다. 팔진트리영상은 도 3과 같이 팔진트리(Octree)로 물체의 형체를 표현하고,

각 면에서의 영상을 기준영상으로 가지는 표현 방식이다.

  McMillan은 한 장의 참조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깊이 테스트의 수행없이 새로운 시점에서의 시각화된 뷰를 생성할

수 있는 워핑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3]. 상기 McMillan의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와 같이 참조영상의 기하

정보를 바탕으로 월드 좌표계를 만든다. 예를 들어 기준 좌표계의 점 P1이 월드 좌표계의 점 P2를 만든다. 새로운 시점에

서 점 P2를 바라보면 점 P3가 되고, 점 P3는 점 P1에 변환 T를 적용하여 만들어진다. 참조영상에서의 점들을 새로운 시점

에서 바라봤을 때의 점들로 정렬하기 위해, 새로운 시점의 중심(새로운 카메라 중심)이 참조 영상에 투영되는 지점인 에피

폴라 점(epipolar point)을 찾는다. 그리고, 이 점이 존재하는 투사 지점이 도 5와 같은 9개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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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내고, z좌표의 부호에 따라 참조 영상의 픽셀을 스플래팅하는 순서를 바꾸어 주는 알고리듬이다. 이와 같이 설정된

순서대로, 격자 구조의 행과 열을 따라 한 픽셀씩 새로운 뷰로 투영시키는 순차적 시각화를 수행하면 항상 이후에 그려지

는 화소가 더 가까운 지점을 나타내므로 깊이 테스트가 필요없게 된다.

  Shade는 단순한 깊이영상을 확장하여 하나의 픽셀 위치에 다중의 픽셀들이 대응되어 있는 계층화 깊이영상(layered

depth image)을 제안하였다 [4]. 단순한 깊이영상은 시점이 바뀔 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물체의 표면에 대해서 왜곡

이 발생하는 데 비해, 계층화 깊이영상은 시점에서 관측되지 않는 물체의 뒷면까지 모두 3차원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계층화 깊이영상의 시각화는 McMillan의 알고리듬과 거의 유사

한데, 새로운 시점의 참조 영상에서의 에피폴라 점의 위치와 z좌표의 부호에 따라 도 5와 같이 새로운 영상에서의 픽셀을

그리는 순서, 즉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항상 시각화의 back-to-front 순서가 성립되어 깊이 테스트

없이 시각화가 가능하다.

  한편, 이동기기에서 3차원 그래픽 객체의 시각화를 영상 기반 표현 기법을 이용하여 고속화하는 이전의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기존의 시각화에 비해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고 시각화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심플텍스쳐, 포인트텍스쳐, 팔진트리영상 중 어느 하나로 표현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

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 중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은 (a) 복수의 참조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심플텍스쳐 데이터를 메모리에 할당하는 단계; (b)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참조영상에 대해 3차원 워핑을 수행하여 복수의 워핑영상을 얻는 단계; (c) 상기 복

수의 워핑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에 대해 화소별로 깊이 테스트와 스플래팅을 수행하여 최종 컬러데이터를 얻는 단계; 및

(d) 상기 최종 컬러데이터를 이용하여 객체를 시각화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단계의 참조영상은 객

체를 포함하는 최소 크기 사각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 데이터를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a)단계의 참조영상은 객체

를 포함하는 최소 크기 사각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데이터를 제외한 깊이 데이터 및 컬러데이터를 구비함이 바람직하

다. 상기 (b)단계의 3차원 워핑은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를 구성하는 복수의 참조영상 중 소정의 시선 벡터와 참조영상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 소정의 값 이하인 참조영상에 대해서만 수행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b)단계의 워핑은 (b1) 소정

의 시점에서의 눈좌표계의 중심을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참조 영상으로 투영하여 에피폴라 점을 찾는 단계; (b2) 상기

에피폴라 점이 투영된 영역이 참조영상에 정의된 9개의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참조영상 화소의 워핑순서를 결

정하는 단계; (b3) 상기 순서에 따라 심플텍스쳐가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서의 각 좌표를 눈좌표계로 변환하여 워핑영상을

얻는 단계; (b4)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참조영상에 대해 상술한 과정을 반복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좌표변

환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정수 연산함에 의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수연산은 부동소수를 정수로 변환하는 단계;

변환된 정수를 이용하여 좌표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연산결과를 부동소수점 표현으로 바꾸는 단계를 구비함이 바람직하

다. 상기 (c)단계의 화소별 깊이 테스트는 (c1) 첫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과 컬러 값을 전면

깊이버퍼와 전면 컬러버퍼에 저장하는 단계; (c2) 두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과 컬러 값을

후면 깊이버퍼와 후면 컬러버퍼에 저장하는 단계; (c3) 상기 전면 깊이 버퍼에 저장된 깊이 값과 후면 깊이 버퍼에 저장된

컬러 값을 비교하는 단계; (c4) 상기 비교결과 전면 깊이버퍼의 값이 후면 깊이 버퍼 값보다 작을 경우 전면 깊이버퍼 값과

전면 컬러 버퍼의 값을 그대로 두며, 반대로 전면 깊이버퍼의 값이 후면 깊이 버퍼의 값보다 크다면 전면깊이 버퍼의 값과

전면컬러버퍼의 값을 후면깊이 버퍼의 값과 후면컬러버퍼의 값으로 갱신하는 단계; 및 (c5) 상기 (c1) 내지 (c4) 단계를 상

기 모든 워핑영상에 대해 수행하는 단계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c)단계는 (cc) 소정의 시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

지의 거리에 따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d)단계는 상기 깊이데이터와 컬

러데이터 및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을 이용하여 객체를 시각화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cc)단계는 (cc1) 기준영상의 해상도

와 목적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하여 초기 스플랫 크기를 정하는 단계; 및 (cc2) 초기 스플랫 크기를 줌인/줌아웃 때의 확대/

축소 비율에 맞춰 변경하여 목적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cc1)단계는 목적영상의 해상도가 기

준영상의 해상도보다 같거나 작다면 스플랫 크기를 1로 설정하고, 목적영상의 해상도가 기준영상의 해상도보다 크다면 가

로/세로 확대비율의 평균값으로써 스플랫의 크기를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cc2)단계는 확대 비율을 이용하여 줌인시

에는 구멍의 생성을 막을 수 있도록 스플랫의 크기를 확대시키고, 줌아웃시에는 소정의 시각화 품질이 유지되도록 스플랫

크기를 축소시킴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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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 중 포인트텍스쳐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은 (a) 3차원 객체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초기화하는 단계; (b)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포인트

텍스쳐의 참조영상에 대해 에피폴라 점의 위치에 따라 픽셀을 그리는 워핑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워핑순서를 이

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에 의한 포인트텍스쳐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에서 상기 (a)단계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

데이터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변환하여 포인트텍스쳐의 고속 시각화 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 상기 포인트텍스쳐 데이

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에서 상기 (a)단계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단계; 상기 복호화된

팔진트리를 포함하는 육면체의 소정의 면을 기준면으로 하여 상기 기준면의 수직방향으로, 기준면의 특정픽셀 위치에 상

기 팔진트리의 체적소들을 투영하는 단계; 체적소들과 상기 기준면으로 투영된 체적소의 기준면 상의 픽셀까지의 거리를

깊이 값으로 하는 단계; 및 상기 체적소의 색상을 컬러 값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포인트텍스쳐 데이

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에서 상기 (b)단계는 시점이 바뀌면 상기 포인트텍스쳐가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서의 각 좌표를 눈

좌표계로 좌표변환한 후 상기 (b)단계를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포인트텍스쳐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에서 상기 좌표변

환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정수 연산함에 의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포인트텍스쳐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에서, 상기

(c)단계는 상기 워핑순서와 적응적으로 조절된 스플랫의 크기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함이 바람직하다.

  포인트텍스쳐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에서 상기 (c)단계는 기준영상의 해상도와 목적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하여 초기

스플랫 크기를 하는 단계; 및 초기 스플랫 크기를 줌인/줌아웃 때의 확대/축소 비율에 맞춰 변경하여 목적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 중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는 복수의 참조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심플텍스쳐 데이터를 메모리에 할당하는 메모리 할당부; 소정의 시점

(view point)에서 상기 심플텍스쳐 참조영상에 대해 3차원 워핑을 수행하여 복수의 워핑영상을 생성하는 워핑부; 상기 워

핑부에서 생성된 복수의 워핑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에 대해 화소별로 깊이 테스트를 수행하여 깊이데이터와 컬러데이터를

얻는 깊이테스트부; 및 상기 깊이데이터와 컬러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하는 시각화부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 워핑부는 심플텍스쳐의 각 참조영상에 대해, 소정의 시점에서의 눈좌표계의 중심을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

의 참조 영상으로 투영하여 에피폴라 점을 찾는 에피폴라 변환부; 심플텍스쳐의 각 참조영상에 대해, 상기 에피폴라 점이

투영된 영역이 참조영상에 정의된 9개의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참조영상 화소의 워핑순서를 결정하는 워핑순서

결정부; 및 심플텍스쳐의 각 참조영상에 대해, 상기 순서에 따라 심플텍스쳐가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서의 각 좌표를 눈좌

표계로 변환하여 워핑영상을 얻는 화소 워핑부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깊이 테스트부는 첫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

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을 저장하는 전면 깊이버퍼; 첫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컬러 값을 저

장하는 전면 컬러버퍼; 두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을 저장하는 후면 깊이버퍼; 두 번째 참조

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컬러 값을 저장하는 후면 컬러버퍼; 상기 전면 깊이 버퍼에 저장된 깊이 값과 후면 깊

이 버퍼에 저장된 깊이 값을 비교하는 깊이비교부; 및 상기 비교결과 전면 깊이버퍼의 값이 후면 깊이 버퍼 값보다 작을 경

우 전면 깊이버퍼 값과 전면 컬러 버퍼의 값을 그대로 두며, 전면 깊이버퍼의 값이 후면 깊이 버퍼의 값보다 크다면 전면깊

이 버퍼의 값과 전면컬러버퍼의 값을 후면깊이 버퍼의 값과 후면컬러버퍼의 값으로 갱신하고, 이를 모든 참조영상에 대해

수행하는 깊이 값 갱신부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깊이테스트부는 소정의 시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지의 거리에 따

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스플랫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시각화부는 상기 깊이데이터와 컬러데이터

및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을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스플랫부는 기준영상의 해상도와 목

적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하여 초기 스플랫 크기를 정하는 스플랫크기설정부; 및 초기 스플랫 크기를 줌인/줌아웃 때의 확

대/축소 비율에 맞춰 변경하여 목적 영상을 생성하는 적응적스플랫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데이터 중 포인트텍스쳐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는 3차원 객체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생성하는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포인트

텍스쳐의 참조영상에 대해 에피폴라 점의 위치에 따라 픽셀을 그리는 워핑순서를 결정하는 워핑순서결정부; 및 소정의 시

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지의 거리에 따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포인트텍스쳐스플랫부; 상기 워

핑순서와 적응적으로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을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하는 포인트텍스쳐 시각화부를 포함함이 바

람직하다.

  상기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변환함이 바람직하

다. 상기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복호화하는 팔진트리복호화부; 상기 복호

화된 팔진트리를 포함하는 육면체의 소정의 면을 기준면으로 하여 상기 기준면의 수직방향으로, 기준면의 특정픽셀 위치

에 상기 팔진트리의 체적소들을 투영하여, 상기 체적소들과 상기 기준면으로 투영된 체적소의 기준면 상의 픽셀까지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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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깊이 값으로 하는 깊이값계산부; 및 상기 체적소의 색상을 컬러 값으로 표시하는 컬러값생성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

다. 상기 워핑순서결정부의 참조영상은 객체를 포함하는 최소 크기 사각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데이터를 제외한 깊이

및 컬러 데이터를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워핑순서결정부는 상기 시점이 바뀌면 상기 포인트텍스쳐가 정의된 기준 좌

표계에서의 각 좌표를 눈 좌표계로 좌표변환하는 좌표변환부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워핑순서결정부는 투영된

에피폴라 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참조영상 화소의 가로 및 세로 방향 워핑 순서가 결정되며 에피폴라 점의 z 좌표가 양수이

면 후방에서 전방으로, 음수이면 전방에서 후방으로 참조영상 화소의 z방향 워핑 순서가 결정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기재된 발명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

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및 장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크게 심플텍스쳐 시각화, 포인트텍스쳐 시각화, 팔진트리영상 시각화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상기 심플텍스쳐 시각화, 포인트텍스쳐 시각화 및 팔진트리영상 시각화는 공통적으로 정수연산을 이용한 고속시각화, 적

응적 스플래팅, 기준영상에서 배경데이터 제거에 관한 기술이 사용된다.

  먼저, 심플텍스쳐 시각화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6는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

각화 장치에 대한 일 실시예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심플텍스쳐 데이터 메모리 할당부 (600), 워핑부(610),

깊이 테스트부(620), 스플랫부(630) 및 시각화부(64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 메모리 할당부 (600)는 복수의 참조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심플텍스쳐 데이터를 메모리에 할당한

다.

  상기 워핑부(610)는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 메모리 할당부(600)의 심플텍스쳐 참조영상

에 대해 3차원 워핑을 수행하여 복수의 워핑영상을 생성하며,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피폴라변환부(700), 워핑순서결

정부(720) 및 화소워핑부(740)로 이루어진다.

  상기 에피폴라변환부(700)는 소정의 시점에서의 눈 좌표계의 중심을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참조 영상으로 투영하여

에피폴라 점을 찾는다. 상기 워핑순서결정부(720)는 에피폴라 점이 투영된 영역이 참조영상에 정의된 9개의 영역 중 어디

에 속하는가에 따라 참조영상 화소의 워핑순서를 결정한다. 상기 화소워핑부(740)는 워핑순서에 따라 심플텍스쳐가 정의

된 기준 좌표계에서의 각 좌표를 눈좌표계로 변환하여 워핑영상을 얻는다.

  상기 워핑부(610)에서 일어나는 연산은 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수변환부(800), 좌표연산부(810) 및 부동소수

변환부(820)로 이루어지는 연산장치에 의해 수행된다. 상기 정수변환부(800)는 부동소수를 정수로 변환한다. 상기 좌표연

산부(810)는 정수변환부(800)에서 변환된 정수를 이용하여 좌표변환한다. 상기 부동소수변환부(820)는 상기 좌표연산부

(810)에서 좌표변환하여 연산한 결과를 부동소수점 표현으로 바꾼다.

  상기 깊이테스트부(620)는 상기 워핑부(610)에서 생성된 복수의 워핑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에 대해 화소별로 깊이 테스

트를 수행하여 최종 컬러데이터를 얻는다. 도 9는 상기 깊이테스트부의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전면깊이버퍼

(900), 후면깊이버퍼(910), 깊이값비교부(920), 갱신부(930), 전면컬러버퍼(940) 및 후면컬러버퍼(950)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상기 전면깊이버퍼(900)는 첫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을 저장한다. 상기 전면컬러버퍼

(940)는 첫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컬러 값을 저장한다. 상기 후면깊이버퍼(910)는 두 번째 참조영

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을 저장한다. 후면컬러버퍼(950)는 두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컬러 값을 저장한다. 상기 깊이비교부(920)는 상기 전면깊이버퍼에 저장된 깊이 값과 후면 깊이 버퍼에 저장된 깊

이 값을 비교한다. 상기 갱신부(930)는 상기 비교결과 전면 깊이버퍼의 값이 후면 깊이 버퍼 값보다 작을 경우 전면 깊이버

퍼 값과 전면 컬러 버퍼의 값을 그대로 두며, 전면 깊이버퍼의 값이 후면 깊이 버퍼의 값보다 크다면 전면깊이 버퍼의 값과

전면컬러버퍼의 값을 후면깊이 버퍼의 값과 후면컬러버퍼의 값으로 갱신하고, 이를 모든 참조영상에 대해 반복 수행한다.

  상기 스플랫부(630)는 소정의 시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지의 거리에 따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

며, 스플랫크기설정부(1000) 및 적응적 스플랫부(1500)를 구비한다. 상기 스플랫크기설정부(1000)는 기준영상의 해상도

와 목적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하여 초기 스플랫 크기를 정한다. 상기 적응적 스플랫부(1500)는 초기 스플랫 크기를 줌인

(zoom in)/줌아웃(zoom out) 때의 확대/축소 비율에 맞춰 변경하여 목적영상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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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시각화부(640)는 상기 깊이데이터와 컬러데이터 및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을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한다.

  도 11은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 중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고속시각화 장치의 동작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

서, 이를 참조하여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고속시각화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워핑(warping)'을 간략히 설명하면, 기준 시점(view point)에 대해 표현된 참조영상을 임의의 시점에서의 참조영상

으로 변환하는 영상처리 기법을 말한다.

  McMillan이 개발한 기존의 3차원 워핑(warping) 알고리듬은 단지 한 장의 참조 영상으로부터 새로운 뷰에서의 시각화된

3차원 객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3]. 본 발명의 대상이 되는 심플텍스쳐는 3차원 객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하여

N장의 참조영상을 이용한다. 따라서 기존의 McMillan 알고리듬을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본 발명에서는 N장의 참조영상

으로부터 워핑하여 3차원 객체 데이터를 생성하고 영상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서 상기 참조영상은 한 쌍의 컬

러 영상과 깊이영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먼저 심플텍스쳐데이터 메모리 할당부(600)에서 심플텍스쳐 데이터를 메모리

에 할당한다.(1100단계)

  그리고 나서 워핑부(610)에서 워핑을 수행하여 워핑영상을 생성한다.(1110단계)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한 장의 참조 영상에 대해서 워핑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깊이(depth)정보와 컬러(color)정보를 갖는 영상이 생성된다.

물론 이 경우 McMillan의 알고리듬에 의하여 깊이 테스트(depth test)는 수행하지 않고, 항상 깊이 버퍼(depth buffer)와

컬러 버퍼(color buffer)에 기록하게 된다.

  상기 McMillan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N장 반복적으로 워핑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N장 각각에 대해서는 워

핑에 의한 깊이 값이 결정되지만, N장의 참조영상 상호 간에는 워핑에 의한 깊이 상호간의 전후관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깊이테스트부(620)는 참조영상 상호간에 깊이 데이터의 원근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깊이 테스트를 수행한다.(1120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각화된 3차원 객체 데이터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픽셀의 컬러 값은 N장의 참조 영상을 각각 워핑하여

그 결과 생성된 N개의 깊이 데이터들 중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깊이를 가지는 깊이 데이터에 대응되는 컬러 값이 된다. 그

리고 시각화부(640)에서 상기 컬러 값을 화면에 나타낸다.

  여기서 N개의 깊이 값들 중 어느 것이 시점에 가장 가까운 깊이 값인지 비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번째 참조

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과 컬러 값을 각각 전면깊이버퍼(900)와 전면컬러버퍼(940)에 저장한다. 두

번째 참조 영상에 대해서도 워핑을 수행한 후 그 결과 값을 후면깊이버퍼(910)와 후면컬러버퍼(950)에 저장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후면깊이버퍼(910)와 전면깊이 버퍼(900)에 저장된 깊이 값들은 깊이값비교부(920)에서 서로 비교된다. 만약

후면깊이버퍼(910)에 저장된 깊이 값이 전면깊이버퍼(900)에 저장된 깊이 값보다 작다면, 갱신부(930)는 후면컬러버퍼

(950)의 해당 픽셀 위치의 컬러 값으로 전면컬러버퍼(940)의 해당 픽셀 위치의 컬러 값을 갱신한다. 만약 후면 깊이 버퍼

의 깊이 값이 전면 깊이 버퍼의 깊이 값보다 크다면 컬러 버퍼를 변경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두 번째 참조 영상

부터 N번째 참조 영상까지 수행하면, 항상 시점으로부터 보이는 면만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과정을 수행함에 필요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상기 과정은 N장의 참조영상에

대해 모두 워핑을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자 상호작용(interaction)에 의한 임의의 시선 벡터와 참조 영상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소정의 각도 이상이 되면, 해당 참조 영상은 워핑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임의의 시

점(view point)과 참조영상이 서로 정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기 각도는 180도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정반대

방향에 있는 참조영상에 대해서는 워핑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량을 줄여 결국 시각화 속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

  상술한 워핑 방법이 종래의 깊이 버퍼를 사용한 방법보다 깊이 테스트의 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 지 알아보기로 한다.

참조 영상의 해상도를 IR * JR 이라 하고, 새로운 뷰의 영상에 대한 해상도를 IN * JN 이라고 하자. 평균적으로 참조 영상의

1/2이 배경이 아닌 객체 영역이라고 가정한다.

  이 때 종래의 깊이 버퍼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의 참조영상을 구성하고 있는 픽셀수가 1/2 * IR * JR 가 되고, 상기 각 픽

셀에 대해 깊이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이를 N 장의 참조영상에 대해 깊이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결국 N * 1/2 * IR

* JR 회의 깊이 테스트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와 같이 워핑 기법을 이용하면, 하나의 뷰 영상을 구성하고 있

는 픽셀수는 IN * JN 이 되고, N장의 참조영상에 대한 깊이 테스트는 (N-1) *1/2 * (IN * JN) 회의 깊이 테스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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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영상의 해상도는 N 보다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결국 깊이 테스트의 수행 횟수는 (IR * JR)와 (IN * JN)값으로

근사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워핑 기법의 깊이 테스트의 횟수는 일정하므로 참조 영상의 해상도가 새로운 뷰 영상의

해상도보다 크면 클수록 깊이 테스트의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

  도 16은 N=6, IR = JR, IN = JN 인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깊이 테스트의 횟수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도 16의 그래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방식은 입력(참조) 영상의 해상도에 상관없이 출력(목적) 영상의 해상도에 의존적이

다. 그런데, 대부분의 3차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3차원 물체를 시각화할 때 확대/축소(Zoom In/Zoom Out) 등의 시점 변

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3차원 물체나 장면을 최대한 정교하게 시각화를 해야하므로 고해상도의 입력 영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고해상도의 입력영상에 대해 깊이 테스트를 하는 종래의 방법보다 적은 계

산량으로 고품질의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소수점(floating point) 연산은 고정소수점(fixed point) 연산에 비해 보다 정확한 연산이 가능하지만 수

십 배 이상의 CPU 클럭 수를 필요로 한다. 특히 PDA 또는 휴대폰과 같은 이동단말기에 채택된 CPU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3차원 그래픽스 시각화에 필요한 대부분의 연산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와 같은 환경에서는 고속 시각화가 힘들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동단말기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영

상 기반 모델의 고속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각화 알고리듬의 주요 부분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고정소수점 연산

화하고 이를 정수 연산으로 구현함으로써 시각화 속도를 향상시킨다.

  정수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 오버플로우(overflow)의 발생을 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비트 할당 방법의 최악 경우 분

석 (worst-case analysis)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숫자를 정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할당되는 비트수를 M이라고 하자. 이 때, 부호를 의미하는 하나의 비트를 제외하

고 값의 절대값에는 M-1 비트가 할당된다. 이렇게 표현된 두 정수를 곱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오버플로우를 피하기

위하여 2(M-1)+1 비트가 할당되어야 하고, 두 정수를 더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오버플로우를 피하기 위하여

M+1 비트가 필요하다. 본 발명에서는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곱셈의 수를 2회로 제한한다. 이 때 곱셈이 실행된 수의 덧셈

을 K번 수행한다면 필요한 비트수는, 2(M-1)+1+K = 2M+K-1 비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각화시 주로 발생되는

기하 연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affine 변환이 일어난다.

  

수학식 1

  따라서 이 경우, 동시에 실행되는 덧셈은 3회가 되며 본 발명에서는 이것을 동시에 실행되는 덧셈의 최대값으로 본다. 이

때, 결과적으로 필요한 최대 비트수는 2M+2 비트가 되며 이를 저장하기 위한 단위 크기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정

수를 표현하기 위해 할당되는 비트수가 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32비트를 할당하고 따라서 M의 최대값 MMax은 15가

되며,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는 이 된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의한 워핑부(610)에서 일어나는 정수 연산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정수변환부(800)에서 부동소수

를 정수로 변환한다. 일반적으로 정수로 변환하고자 하는 부동소수는 회전 행렬의 각 원소이므로 [-1, 1]의 범위를 가진

다. 따라서 을 곱하여 부동소수를 의 범위의 정수로 변환할 수 있다.

  그렇게 한 후 좌표연산부(810)에서 변환된 정수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한다. 상기 분석한 바와 같이 이 경우 오버플로우

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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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부동소수변환부(820)에서 상기 연산 결과를 로 나누어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으로 바꾸어준다. 정수

연산이 적용된 부분은 시각화 과정에서 심플텍스쳐가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서의 각 좌표를 눈 좌표계로 바꾸어 주는 워핑

부(610)이다.

  한편, 본 발명은 적응적 스플랫 (splat) 크기 결정 기법을 사용하며, 지금부터는 이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1120단계에

서 깊이 테스트가 수행되면, 모든 참조영상에 대해 상기 워핑과 깊이 테스트가 되었는지 검사하여(1130단계), 모든 참조영

상에 대해 워핑과 깊이테스트가 되었으면 바로 시각화(1150단계)를 할 수 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스플랫 크기를

조절함이 바람직하다.(1140단계) 영상 기반 시각화는 삼각형을 시각화의 요소로 이용하는 종래의 기법과는 달리 3차원 공

간의 점(point)자체를 특정 형상과 크기를 가지는 스플랫(splat)으로서 영상에 찍음(splatting)으로써 시각화를 수행한다.

사용자의 시점 변화에 따라 줌인(zoom-in) 또는 줌 아웃(zoom-out)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때 만약 균일한 크기의

스플랫을 이용한다면 줌 인의 경우 구멍(hole)이 발생하게 되고, 줌 아웃인 경우 매우 거친 형태의 저품질 시각화가 수행되

게 된다.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초기 3차원 영상 모델의 점의 밀도와 시점과 모델까지의 거리 및 시선 각도를 이용하

여 최적의 스플랫 크기를 계산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고속의 시각화에는 적합하

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직교투영의 특징을 이용하여 줌 인 및 줌 아웃에 대해 적응적 크기의 스플랫을 적은 계산으로 구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스플랫크기설정부(100)에서 기준 영상

의 해상도와 목적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하여 초기 스플랫 크기를 정한다. 제2단계에서는 적응적 스플랫부(1500)에서 초기

스플랫 크기를 줌인/줌아웃 때의 확대/축소 비율에 맞춰 변경하여 목적 영상을 생성한다. 각 단계의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

다.

  제1단계의 목적은 구멍이 없는 초기 뷰를 생성하는 것이다. 만약 목적 영상의 해상도가 기준 영상의 해상도보다 같거나

작다면 스플랫 크기를 1로 설정하고, 목적영상의 해상도가 기준영상의 해상도보다 크다면 가로/세로 확대비율의 평균값으

로써 스플랫의 크기를 설정하여 초기 뷰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초기 뷰는 구멍을 가지지 않게 된다.

  제2단계는 직교 투영의 특징을 이용한다. 즉 사영 투영(perspective projection)인 경우는 물체에/물체로부터 시점이 다

가가는/멀어지는 비율과 목적 영상에 투영되는 물체의 확대/축소 비율이 틀리지만, 직교 영상은 이 비율이 같다. 따라서 투

영된 영상에서의 좌표를 그 비율과 동일하게 확대/축소하면 줌인/줌아웃이 구현된다. 그리고 이 과정의 실제 구현은 물체

의 3차원 좌표를 동일 비율로 확대/축소함으로써 확대/축소를 단 한번만 수행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그 비율을 이용하

여 스플랫의 크기를 확대/축소시킴으로써 줌인시 적응적으로 구멍의 생성을 막고 역시 줌아웃시 매우 거친 형태의 저품질

시각화를 피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시각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 영상에서 배경 데이터 제거 기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기준

영상의 일부분만이 객체 데이터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배경 데이터로서 의미없는 부분을 구성한다. 이는 도 17에 잘 나타나

있다. 본 발명에서는 3차원 워핑을 위한 메모리 할당 및 워핑 자체에서 이러한 배경 데이터를 제외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 시각화 속도를 향상시킨다.

  참조 영상을 저장할 때에, 객체를 포함하는 최소 크기 사각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 데이터를 제외한 후 참조영상을 저

장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 시각화 속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참조영상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객체를 포함하는 최소

크기 사각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 데이터를 제외하여 저장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보다 더 줄이면서 시각화 속도를 향상

시킨다.

  다음으로 포인트텍스쳐 시각화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 중

포인트텍스쳐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의 일 실시예에 대한 구성을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

(1200), 워핑순서결정부(1210), 포인트텍스쳐스플랫부(1220) 및 포인트텍스쳐 시각화부(12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1200)는 3차원 객체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생성한다.

  상기 워핑순서결정부(1210)는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포인트텍스쳐의 참조영상에 대해 에피폴라 점의 위치

와 깊이좌표 값의 부호에 따라 픽셀을 그리는 워핑순서를 결정하되, McMillan의 워핑 방법과 달리 여기서는 직교 투영

(Orthographic projection)의 특성을 고려하므로, 에피폴라 점의 깊이 좌표 값의 부호에 따라 그 워핑순서가 달라지지 않

음을 포함한다. 상기 참조영상은 객체를 포함하는 최소 크기 사각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 데이터를 제외한다. 상기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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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순서 결정부(1210)는 시점이 바뀔 때는 좌표변환부(12)를 더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좌표변환부(12)는 시점이 바뀌

면 상기 포인트텍스쳐가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서의 각 좌표를 눈 좌표계로 좌표변환한다. 상기 좌표변환부(12)는 상술한

심플텍스쳐의 좌표변환부(710)과 동일하며,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동소수를 정수로 변환하는 정수변환부(1400),

변환된 정수를 이용하여 좌표변환하는 좌표연산부(1410) 및 상기 연산결과를 부동소수점 표현으로 바꾸는 부동소수변환

부(1420)로 이루어진다.

  상기 포인트텍스쳐스플랫부(1220)는 소정의 시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지의 거리에 따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

적으로 조절한다. 상기 포인트텍스쳐스플랫부(1220)는 상기 심플텍스쳐의 스플랫부(630)와 그 기능과 구성이 동일하다.

  상기 포인트텍스쳐 시각화부(1230)는 상기 워핑순서와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을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한다.

  한편, 상기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1200)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변환할

수도 있다. 도 13은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상기 포인트텍스

쳐 초기화부(1200)의 구성을 팔진트리 구조에 대한 블록도로 재도시한 것으로서, 팔진트리복호화부(1300), 깊이값계산부

(1310) 및 컬러값생성부(13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팔진트리복호화부(1300)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복호화한다. 상기 깊이값계산부(1310)는

상기 복호화된 팔진트리를 포함하는 육면체의 소정의 면을 기준면으로 하여 상기 기준면의 수직방향으로, 기준면의 특정

픽셀 위치에 상기 팔진트리의 체적소들을 투영하여, 상기 체적소들과 상기 기준면으로 투영된 체적소의 기준면 상의 픽셀

까지의 거리를 깊이 값으로 한다. 상기 컬러값생성부(1320)는 상기 체적소의 색상을 컬러 값으로 표시한다.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 중 포인트텍스쳐 고속 시각화 장치의 일 실시예의 동작을 흐

름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이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3차원 그래픽 객체를 고속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적은 메모리 사용량과 적은 연산량을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 기존의 다각형으로 표현된 모델은 표현이 느리고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동 단말기와 같은 기기에

서는 실사와 같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이와 달리 포인트텍스쳐는 격자 형태의

영상 구조를 가지면서도 객체의 표면 3차원 좌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계산량으로 새로운 시점에서 영상

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다각형 모델에서와 같은 복잡한 계산량이 불필요하므로 제한된 성능과 용량을 가진 이동

단말기기에서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1200)에서 3차원 객체데이터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를 생성한다.(1500단계) 포인

트텍스쳐의 참조영상은 객체를 포함하는 최소 크기 사각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데이터를 제외한 깊이 및 컬러 데이터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워핑순서결정부(1210)를 통해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포인트텍스쳐의 참조영상에 대해 에피폴라 점의 위치

에 따라 픽셀을 그리는 워핑순서를 결정한다.(1510단계)

  그리고 나서 포인트텍스쳐 스플랫부(1220)를 통해 소정의 시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지의 거리에 따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한다.(1520단계) 상기 적응적 스플랫 크기 조절은 기준영상의 해상도와 목적 영상의 해상도를 비

교하여 초기 스플랫 크기를 정하고, 초기 스플랫 크기를 줌인/줌아웃 때의 확대/축소 비율에 맞춰 변경하여 목적 영상을 생

성함에 의해 이루어진다.

  목적영상의 해상도가 기준영상의 해상도보다 같거나 작다면 목적 영상을 그 비율에 맞게 축소하고 스플랫 크기를 1로 설

정하고, 확대 비율을 이용하여 줌인시에는 구멍의 생성을 막을 수 있도록 스플랫의 크기를 확대시키고, 줌아웃시에는 소정

의 시각화 품질이 유지되도록 스플랫 크기를 축소시킨다.

  3차원 객체 시각화는 포인트텍스쳐 시각화부 (1230)에서 상기 워핑순서와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를 이용함에 의해 이루

어진다.(1530단계) 포인트텍스쳐의 시각화는 Shade의 알고리듬을 이용하나 직교 투영의 특성을 이용하여 Shade가 사용

한 McMillan의 워핑 알고리즘과는 달리, 에피폴라 포인트의 깊이 좌표값의 부호에 관계없이 에피폴라 포인트를 향하는 방

향으로 워핑 순서를 결정한다.

  한편 상기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1200)는 팔진트리 구조의 데이터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생성할 수도 있다. 도 13

이 그 생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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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체적소(voxel) 구조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에도 컬러 값을 부여하므로 비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층적 데이터 구조를 구현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체적소 구조를 팔진트리로 묶어 3차원

팔진트리의 체적소 구조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3차원 팔진트리의 복셀 구조는 여전히 데이터 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속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이용 및 계산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 때 팔진트리의 체적소 구조를 포인트텍스

쳐로 바꾸어 주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의 정보만 저장하므로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도 쉬워진다.

  도 18에는 팔진트리 구조의 시각화 순서를 흐름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팔진트리 구조를 받아들여(1800단계), 상기 팔

진트리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컬러 값 및 위치 값을 찾아낸다.(1810단계) 이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팔진트리의 특정 기준면

을 영상으로 생각했을 때, 특정 지점에 필요한 깊이 정보의 개수를 알 수 있고 이 개수는 결국 생성된 포인트텍스쳐의 해당

지점에서의 계층의 수가 된다. 따라서 메모리는 오직 이 계층의 수 만큼만 할당이 되게 되고 이제 생성된 포인트텍스쳐 데

이터 구조에 깊이 값과 컬러 값을 저장하도록 한다.(1820단계)

  팔진트리영상의 시각화는 이와 같이 포인트텍스쳐 구조로 변환한 후 포인트텍스쳐 시각화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워핑

(1830단계)과 스플랫팅(1840단계)을 수행함으로써 사용되는 메모리 양과 시각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을 실제로 구현하였을 경우 그 결과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도 19에 심플텍스쳐로 표현된 BOO 데이터에 대

한 시각화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 19의 (a), (b) 및 (c)와 같이 줌 인(zoom-in)을 수행함에 따라 스플랫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구멍을 억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준 영상에서 하나의 화소당 목표 스크린에는 복수의 화

소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평균 시각화 속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도 22에 나타낸 심플텍스쳐 기반 모델에 대한 정

량적인 시각화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도 20의 (a), (b) 및 (c)에는 포인트텍스쳐로 표현된 FLOWER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결과를 도시하였다. 또한 도 21의

(a) 및 (b)에는 팔진트리영상으로 표현된 ANGEL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결과를 도시하였다.

  도 22 및 도 23에는 여러가지 영상 기반 모델에 대한 정량적인 시각화 결과를 도시하였다. 모델의 종류와 스플랫 크기 변

화에 따라 시각화 속도가 바뀌지만 포인트텍스쳐와 팔진트리영상의 경우 초당 50만개 정도의 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것

은 다각형 기반 시각화에서 초당 100만개의 삼각형을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의미하며 이러한 성능은 다각형 기반

시각화를 이용해서는 현재까지 이동 기기에서 구현할 수 없는 속도이다.

  본 발명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퓨터(정보 처리 기능을 갖는 장치를 모두 포함한다)가 읽을 수 있는 코드

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

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장치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

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깊이영상기반 3차원 객체데이터 고속 시각화 방법 및 장치에 의하면, 영상 기반으로 표현된 3차원 그래픽

객체의 가시화를 용이하게 하여, 메모리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초당 가시화 할 수 있는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이동

단말기기에 이용될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3차원 그래픽 객체의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어 메모리 액세스에 소모되는 전력의 양을 감소시켜 이동 단말 기기에 이용될 경우 사용 시

간을 늘릴 수 있으며, PC뿐 아니라 CPU 성능이나 메모리가 제한된 개인 디지털 정보기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혹은 휴대 전화 등 이동 단말 기기에서도 고속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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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복수의 참조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심플텍스쳐 데이터를 메모리에 할당하는 단계;

  (b)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각각의 참조영상에 대해 3차원 워핑을 수행하여 복수의 워

핑영상을 얻는 단계;

  (c) 상기 복수의 워핑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에 대해 화소별로 깊이 테스트를 수행하여 깊이데이터와 컬러데이터를 얻는

단계; 및

  (d) 상기 깊이데이터와 컬러데이터를 이용하여 객체를 시각화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의 참조영상은

  객체를 포함하는 최소 크기 사각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 데이터를 제외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

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워핑은

  (b1) 소정의 시점에서의 눈좌표계의 중심을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참조 영상으로 투영하여 에피폴라 점을 찾는 단

계;

  (b2) 상기 에피폴라 점이 투영된 영역이 참조영상에 정의된 9개의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참조영상 화소의 워

핑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b3) 상기 워핑순서에 따라 심플텍스쳐가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서의 각 좌표를 눈좌표계로 변환하여 워핑영상을 얻는 단

계;

  (b4) 상기 (b1)단계 내지 (b3)단계를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참조영상에 대해 반복 수행하는 단계를 수행함을 특징으

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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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워핑에 수반되는 연산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정수 연산함에 의해 이루어며,

  상기 정수연산은

  부동소수를 정수로 변환하는 단계;

  변환된 정수를 이용하여 좌표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연산결과를 부동소수점 표현으로 바꾸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

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의 화소별 깊이 테스트는

  (c1) 첫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과 컬러 값을 전면 깊이버퍼와 전면 컬러버퍼에 저장하는

단계;

  (c2) 두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과 컬러 값을 후면 깊이버퍼와 후면 컬러버퍼에 저장하는

단계;

  (c3) 상기 전면 깊이 버퍼에 저장된 깊이 값과 후면 깊이 버퍼에 저장된 깊이 값을 비교하는 단계;

  (c4) 상기 비교결과 전면 깊이버퍼의 값이 후면 깊이 버퍼의 값보다 크다면 전면깊이 버퍼의 값과 전면컬러버퍼의 값을

후면깊이 버퍼의 값과 후면컬러버퍼의 값으로 갱신하는 단계; 및

  (c5) 상기 (c1) 내지 (c4) 단계를 상기 모든 워핑영상에 대해 수행하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

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cc) 소정의 시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지의 거리에 따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를 더 구비

하고,

  상기 (d)단계는

  상기 깊이데이터와 컬러데이터 및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을 이용하여 객체를 시각화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

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cc)단계는

  (cc1) 기준영상의 해상도와 목적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하여 초기 스플랫 크기를 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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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2) 초기 스플랫 크기를 줌인/줌아웃 때의 확대/축소 비율에 맞춰 변경하여 목적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c1)단계는

  목적영상의 해상도가 기준영상의 해상도보다 같거나 작다면 스플랫 크기를 1로 설정하고, 목적영상의 해상도가 기준영

상의 해상도보다 크다면 가로/세로 확대비율의 평균값으로써 스플랫의 크기를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

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c2)단계는

  확대 비율을 이용하여 줌인시에는 구멍의 생성을 막을 수 있도록 스플랫의 크기를 줌 비율만큼 확대시키고, 줌아웃시에

는 소정의 시각화 품질이 유지되도록 스플랫 크기를 줌 비율만큼 축소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10.

  (a) 3차원 객체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읽어들이는 단계;

  (b)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포인트텍스쳐의 참조영상에 대해 에피폴라 점의 위치와 깊이좌표 값의 부호에 따

라 픽셀의 워핑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워핑순서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

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변환하여 읽어들이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

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단계;

  상기 복호화된 팔진트리를 포함하는 육면체의 소정의 면을 기준면으로 하여 상기 기준면의 수직방향으로, 기준면의 특정

픽셀 위치에 상기 팔진트리의 체적소들을 투영하는 단계;

  체적소들과 상기 기준면으로 투영된 체적소의 기준면 상의 픽셀까지의 거리를 깊이 값으로 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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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체적소의 색상을 컬러 값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투영된 에피폴라 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참조영상 화소의 가로 및 세로 방향 워핑 순서가 결정되는 단계; 및

  에피폴라 점의 깊이축(z) 좌표가 양수이면 후방에서 전방으로, 음수이면 전방에서 후방으로 참조영상 화소의 깊이축(z)

방향 워핑 순서가 결정되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좌표변환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정수 연산함에 의해 이루어지며,

  상기 정수연산은

  부동소수를 정수로 변환하는 단계;

  변환된 정수를 이용하여 좌표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연산결과를 부동소수점 표현으로 바꾸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

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b) 소정의 시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지의 거리에 따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를 더 구비

하고,

  상기 (c)단계는

  상기 워핑순서와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bb)단계는

  (bb1) 기준영상의 해상도와 목적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하여 초기 스플랫 크기를 정하는 단계; 및

  (bb2) 초기 스플랫 크기를 줌인/줌아웃 때의 확대/축소 비율에 맞춰 변경하여 목적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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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bb1)단계는

  목적영상의 해상도가 기준영상의 해상도보다 같거나 작다면 스플랫 크기를 1로 설정하고, 목적영상의 해상도가 기준영

상의 해상도보다 크다면 가로/세로 확대비율의 평균값으로써 스플랫의 크기를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

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bb2)단계는

  확대 비율을 이용하여 줌인시에는 구멍의 생성을 막을 수 있도록 스플랫의 크기를 줌 비율만큼 확대시키고, 줌아웃시에

는 소정의 시각화 품질이 유지되도록 스플랫 크기를 줌 비율만큼 축소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방법.

청구항 19.

  복수의 참조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심플텍스쳐 데이터를 메모리에 할당하는 심플텍스쳐 초기화부;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심플텍스쳐 초기화부의 심플텍스쳐 각각의 참조영상에 대해 3차원 워핑을 수행하여

복수의 워핑영상을 생성하는 워핑부;

  상기 워핑부에서 생성된 복수의 워핑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에 대해 화소별로 깊이 테스트를 수행하여 깊이데이터와 컬러

데이터를 얻는 깊이테스트부; 및

  상기 깊이데이터와 컬러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하는 시각화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심플텍스쳐의 참조영상은

  객체를 포함하는 최소 크기 사각형의 바깥에 존재하는 배경 데이터를 제외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

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워핑부는

  심플텍스쳐의 각 참조영상에 대해, 소정의 시점에서의 눈좌표계의 중심을 상기 심플텍스쳐 데이터의 참조 영상으로 투영

하여 에피폴라 점을 찾는 에피폴라 변환부;

  심플텍스쳐의 각 참조영상에 대해, 상기 에피폴라 점이 투영된 영역이 참조영상에 정의된 9개의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

가에 따라 참조영상 화소의 워핑순서를 결정하는 워핑순서 결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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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텍스쳐의 각 참조영상에 대해, 상기 워핑순서에 따라 심플텍스쳐가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서의 각 좌표를 눈좌표계로

변환하여 워핑영상을 얻는 화소워핑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워핑부에서 수행되는 연산은

  부동소수를 정수로 변환하여 좌표변환한 후 다시 부동소수점 표현으로 바꿈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

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깊이 테스트부는

  첫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을 저장하는 전면 깊이버퍼;

  첫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컬러 값을 저장하는 전면 컬러버퍼;

  두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깊이 값을 저장하는 후면 깊이버퍼;

  두 번째 참조영상에 대해 워핑을 수행하여 생성된 컬러 값을 저장하는 후면 컬러버퍼;

  상기 전면 깊이 버퍼에 저장된 깊이 값과 후면 깊이 버퍼에 저장된 깊이 값을 비교하는 깊이비교부; 및

  상기 비교결과 전면 깊이버퍼의 값이 후면 깊이 버퍼의 값보다 크다면 전면깊이 버퍼의 값과 전면컬러버퍼의 값을 후면

깊이 버퍼의 값과 후면컬러버퍼의 값으로 갱신하고, 이를 모든 참조영상에 대해 수행하는 깊이값 갱신부를 구비함을 특징

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깊이테스트부는

  소정의 시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지의 거리에 따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스플랫부를 더 구비하

고,

  상기 시각화부는

  상기 깊이데이터와 컬러데이터 및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을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

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스플랫부는

  기준영상의 해상도와 목적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하여 초기 스플랫 크기를 정하는 스플랫크기설정부; 및

  초기 스플랫 크기를 줌인/줌아웃 때의 확대/축소 비율에 맞춰 변경하여 목적 영상을 생성하는 적응적스플랫부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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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3차원 객체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읽어들이는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

  소정의 시점(view point)에서 상기 포인트텍스쳐의 참조영상에 대해 에피폴라 점의 위치와 깊이좌표 값의 부호에 따라

픽셀을 그리는 워핑순서를 결정하는 워핑순서결정부; 및

  소정의 시점으로부터 3차원 객체까지의 거리에 따라 스플랫(splat)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포인트텍스쳐스플랫

부;

  상기 워핑순서와 크기가 조절된 스플랫을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시각화하는 포인트텍스쳐 시각화부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 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포인트텍스쳐 데이터로 변환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

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텍스쳐 초기화부는

  팔진트리 구조로 표현된 3차원 객체데이터를 복호화하는 팔진트리복호화부;

  상기 복호화된 팔진트리를 포함하는 육면체의 소정의 면을 기준면으로 하여 상기 기준면의 수직방향으로, 기준면의 특정

픽셀 위치에 상기 팔진트리의 체적소들을 투영하여, 상기 체적소들과 상기 기준면으로 투영된 체적소의 기준면 상의 픽셀

까지의 거리를 깊이 값으로 하는 깊이값계산부; 및

  상기 체적소의 색상을 컬러 값으로 표시하는 컬러값생성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

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워핑순서결정부의 워핑순서는

  투영된 에피폴라 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참조영상 화소의 가로 및 세로 방향 워핑 순서가 결정되고, 에피폴라 점의 깊이축

(z) 좌표가 양수이면 후방에서 전방으로, 음수이면 전방에서 후방으로 참조영상 화소의 깊이축(z)방향 워핑 순서가 결정되

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워핑순서결정부에서 발생하는 워핑연산은

등록특허 10-051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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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소수를 정수로 변환하여 좌표변환한 후 다시 부동소수점 표현으로 바꿈을 특징으로 하는 깊이영상기반 3차원 그래

픽 데이터의 고속 시각화 장치.

청구항 31.

  제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발명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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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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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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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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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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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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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도면22

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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