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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볼륨 데이터에 한 압축 기법의 필요성은 데이터 용량의 증가와 네트워크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더

불어 증가해 왔다. 재에는 다양한 압축 기법이 개발돼 있으며, 사용자는 데이터 유형이나 응용 분야
에 맞춰 압축 기법을 선택,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응용 과학자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의 
용량이 기하 수 으로 증가했는데, 이 게 응용과학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부분 3차원 볼륨 
데이터다. 2차원 이미지나 3차원 동 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표  압축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

만 3차원 볼륨 데이터에 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돼 있으며, 특히 시간가변(time-varying) 볼륨 데이
터에 한 압축 표 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에 한 압축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가시화를 목 으로 하

는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의 인코딩을 목 으로 하며, MPEG의 I- 임과 P- 임 개념을 사용해서 

압축률을 높인다. 본 방식은 시간가변 부동 소수  데이터(single precision floating-point data)로 구성된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를 상으로 하는데, 한 블록 단 의 무작  복원을 지원하며 Daubechies 웨이블
릿 필터와 임간의 상  계를 사용, 형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를 이미지 화질을 보존한다.

1. 서론

  데이터 압축 기술은  더 그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

히 그래픽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멀티

미디어 데이터는 그 용량이 매우 방 하므로, 이

게 방 한 용량에 걸맞은 다양한 방법이 고안돼 왔

다. 그러나 2차원 이미지나 3차원 동 상의 경우에

는 JPEG이나 MPEG같은 표 이 제정, 활용되고 있

지만 3차원 볼륨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법은 다양한 

것도, 표 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지속돼 왔

다.

  일반 으로 볼륨 데이터는 여러 다양한 응용 과학 

분야에서 시뮬 이션의 결과로 산출된다. 이런 볼륨 

데이터는 컴퓨  기술의 발 에 힘입어  더 용

량이 방 해지고 있으며, 이런 볼륨 데이터 에는 

시간축에 해 여러 개의 볼륨 데이터가 존재하는 

시간가변(time-varying) 볼륨 데이터도 있다.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수치의 변화

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용량이 큰 3차원 볼륨 데이

터가 시간 단계(time step)만큼 여러 개 나타내는 

볼륨 데이터를 가리킨다. 볼륨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종류  응용 목 에 합한 압축 기술이 필요한 만

큼,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에도 기존 압축기법과는 

다른, 별도의 압축기법이 용돼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에 한 손실

(lossy) 압축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가시화를 

상으로 하는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의 압축을 목표

로 하며, 3차원 동 상 압축에 사용되는 MPEG 기

법의 I- 임과 P- 임의 개념을 이용, 볼륨 데

이터 간의 상호 연 성을 이용함으로써 압축률을 높

다. , Daubechies 웨이블릿 필터를 이용해서 데

이터를 변환하기 때문에 Haar 웨이블릿을 사용한 

여타의 압축 방식에 비해 동일한 압축률에서 상

으로 우수한 복원 화질을 얻을 수 있다. 이 압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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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의 볼륨간 상 계

식은 부동소수 (single precision floating-point) 데

이터로 구성된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를 상으로 하

며, 더링 코드와의 연계를 고려, 블록 단 의 무작

 추출(random access) 기능을 지원한다.

2. 련 연구

  압축 기법에서는 인코딩에 앞서 데이터를 다른 

역으로 변환, 데이터의 분포 범 와 유효 데이터의 

개수를 이면 압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데이터 

변환에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나 웨이

블릿 변환이 많이 사용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Daubechies 웨이블릿[3][4]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변

환했다. Daubechies 웨이블릿은 2개에서 20개의 계

수를 사용한 다양한 데이터 변환 방식을 제공하는

데, 그  4개의 계수를 사용한 D4 방식은 계산이 비

교  간단하면서도 복원 화질의 손상도가 낮다.

  시간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형태의 데이터인 동

상 압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MPEG[8] 

[12]이다. MPEG은 각 임간의 상호 연 성을 이

용해서 데이터 압축률을 높이는 기법을 사용한다. 

[9]와 [10]에서는 이런 MPEG의 특성을 볼륨 데이터

에 용함으로써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를 효과 으

로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식에서는 

MPEG의 I- 임과 P- 임 개념을 이용, 볼륨 

데이터를 압축한다.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식은 몇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그 에는 웨이블릿 필터를 용

한 뒤, LZH나 산술(arithmetic) 코딩과 같은 인코딩 

방식을 용하는 방식[6]도 있고, 각각의 시간단계별 

볼륨 데이터의 상호 연 성을 octree 형태의 자료구

조로 장[7]하는 방식도 있으며, 벡터 quantization

을 사용[5]하는 압축방식도 있다.

  고정 볼륨 데이터에 한 인코딩 기법은 [1]에서 

제안한 이 있다. 이 방식은 [2]의 제로비트 인코딩 

방식을 응용, Daubechies D4 필터를 용하며 부동 

소수  데이터로 구성된 볼륨 데이터를 상으로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

로 확장한 인코딩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9]와 

[10]에서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MPEG의 임

간 연 성을 이용,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를 인코딩

한다. 이 기법은 압축률에 비해 화질 손상이 으며 

블록 단 의 무작  추출을 지원한다.

3. 데이터 압축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를 인코딩할 때 각 볼륨 데

이터간의 상  계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각

각의 볼륨 데이터는 I-볼륨과 P-볼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I-볼륨은 다른 볼륨을 참조하지 않고 자

체 으로 복원이 가능한 반면, P-볼륨은 다른 볼륨

을 참조해야만 복원이 가능하다. (그림 1)에서는 

Volume 1이 I-볼륨에 해당되고, 다른 볼륨은 모두 

P-볼륨에 해당된다.

  모든 볼륨은 블록화 과정과 웨이블릿 변환, 

quantization과 인코딩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인코딩 

직 의 볼륨 데이터에 de-quantization과 웨이블릿 

복원을 용하고 이 게 복원된 볼륨 데이터를 다른 

볼륨 데이터와의 상 계를 구하기 한 참조 볼륨

으로 사용한다. I-볼륨의 경우에는 참조 데이터로만 

사용되지만, P-볼륨은 이 게 생성된 참조 볼륨을 

가지고 이  볼륨과의 차를 구해서 상 계를 나타

내는 볼륨을 생성한다. 이 상 계를 나타내는 볼

륨이 P-볼륨으로 인코딩될 상 데이터가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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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볼륨 데이터의 인코딩  디코딩 과정

Volume Number Ocean Temperature (3,600 x 2,400 x 40 = 1.3G)

100% RMSE SNR PSNR Data Size(MB)

00 (I-볼륨) 0.532 60.91 66.70 610M

01 0.072 59.83 65.54 702M

02 0.072 59.83 65.55 402M

03 0.072 59.80 65.53 402M

04 (I-볼륨) 0.064 60.77 66.52 610M

05 0.072 59.72 65.48 702M

10% RMSE SNR PSNR DATA Size(MB)

00 (I-볼륨) 0.063 60.92 66.70 215M

01 0.013 74.48 80.56 155M

02 0.041 64.70 72.05 31M

03 0.015 73.60 79.60 168M

04 (I-볼륨) 0.064 60.81 66.52 258M

05 0.013 74.53 80.62 200M

<표 1> Ocean Temperature 데이터의 인코딩 결과

볼륨을 다음 P-볼륨 생성을 한 참조 데이터로 이

용하려면 한차례 복원과정을 거친 뒤, 이  볼륨에 

더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림 2)에서는 각 볼륨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디

코딩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볼륨 데이터는 볼륨의 

종류, 즉 I-볼륨 혹은 P-볼륨 여부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진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I-볼륨은 처

리 과정이 필요 없지만, P-볼륨의 경우에는 이  볼

륨과의 상 계를 먼  구해서 변환과 인코딩 과정

을 거친다.

  처리가 끝난 볼륨 데이터는 블록 단 로 다시 

장된다. 블록의 크기는 8 x 8 x 8, 16 x 16 x 16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는 8 

x 8 x 8 크기의 블록을 사용했다. 이 게 블록 단

로 장된 볼륨 데이터는 3차원 웨이블릿 변환 과정

을 거치고, 요도가 낮은 계수를 삭(truncation)하

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압축률을 높이게 된다. 웨이

블릿 변환이 끝난 계수는 quantization 과정을 거친

다. 이 quantization 과정을 통해 4-바이트 크기의 

부동 소수  데이터는 2-바이트 크기의 quantization 

인덱스로 변환된다. 여기에서는 모든 구간을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인덱스를 부여하는 uniform 

quantization 기법을 사용했다. 이 게 변환 과정을 

모두 끝낸 계수는 인코딩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게 최종 압축 데이터가 생성된다. 

  인코딩 과정에서는 유닛 래그 테이블(Unit Flag 

Table)을 사용해서 유효 블록의 치를 표시하고, 

UDBT(Unit Data Bit Table)을 사용해서 블록 내 

유효 데이터의 치를 표기하게 된다. 실제 

quantization 인덱스는 2바이트 크기의 데이터 스트

림에 따로 장된다. 인코딩 과정과 인코뎅 데이터 

구조에 한 상세한 사항은 [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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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번째 임을 더링한 결과, (좌) 본래 이미지 (우) 10% 계수 사용

4. 결과

  실험에는 양의 온도(ocean temperature) 변화를 

나타내는 시간가변 볼륨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데

이터는 부동소수 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 12개의 

시간 단계로 구성돼 있다. 각 시간단계를 나타내는 

볼륨 데이터의 크기는 1.3G다. ( 체 데이터 크기 = 

1.3 x 12 = 15.6G)

  압축 결과는 <표 1>에서 볼 수 있다. <표 1>의 

상반부는 계수를 삭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나타

내고, 하반부는 10% 계수만 사용할 때의 결과를 나

타낸다. 표에서는 편의상 6번째 볼륨까지만 표기했

다.

  각각의 시간 단계는 평균 약 50% 이상의 압축률

을 보인다.  I-볼륨보다는 P-볼륨의 압축률이 상

으로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SNR과 

PSNR 상으로 보이는 화질 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볼륨 체가 차있는 데이

터 는데, 만약 빈공간이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압축률은 헐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 uniform 

quantization 신 nonuniform quantization을 사용

한다면 보다 나은 압축률과 화질을 동시에 얻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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