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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fast algorithm 

which reduces search range by checking reliability 

of predicted vector in multi-view video coding 

(MVC). Block position matching algorithm is 

implemented to improve the proposed algorithm. The 

processing time is decreased by from 40 to 60% in 

each frame in the proposed algorithm.

I. 서론 

 보다 실 이고 자연스러운 상의 구 을 해 3D 

상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넓은 

시야각과 다양한 시 을 허용하는 다시  동 상은 일

반 2D 상에 비해 수 배의 데이터 양을 요구하기 때

문에 이를 처리하기 해서는 효과 인 압축 알고리듬

이 필요한데, 일반 으로 이를 다시  동 상 부호화 

기 (MVC)라 한다. 

 다시  동 상 부호화기에서 움직임  변이 추정 과

정은 응되는 블록을 찾기 해 수행되는 역탐색으

로 인해 과도한 계산양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시  

동 상 부호화기 체 수행 시간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탐색의 탐색 범 를 응

으로 할당하는 고속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II. 본론

 움직임  변이 추정 이 에 역탐색을 수행할 치

를 찾기 해 재 블록 주변의 인과 인 블록의 추정 

벡터를 메디안 필터링하여 측 벡터를 얻는다. 이 

측 벡터의 신뢰도가 높으면 측 벡터의 값 주변으로 

작은 크기의 탐색범 를 할당할 수 있다. 신뢰도 측정

을 해 메디안 필터링 외에  다른 벡터를 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1 변이  움직임 벡터의 측

 신뢰도 단을 한 새로운 벡터는 변이와 움직임에

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측된다. 변이 벡터는 카메라

간의 간격과 변이 사이의 계를 이용해 측될 수 있

다[1]. 그림 1에서 View1과 View2 사이의 변이 벡터 

는 먼  구한 View1과 View3 사이의 변이 벡터 

과 카메라 간 간격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림 1. 카메라 변이를 이용한 변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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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움직임  변이 동시 추정 

                   


                 (1) 

 움직임 벡터는 주변 시  상들 사이에서 움직임 벡

터와 변이 벡터가 가지는 계를 이용하여 측될 수 

있다[2]. 그림 2에서 움직임 측 벡터 은 시간 와 

  에서의 변이 벡터 와 , 그리고 참조 시  

움직임 벡터 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2.2 응  탐색 범  할당

 제안된 방법으로 측된 움직임 는 변이 벡터를 , 

메디안 필터링을 통해 측된 기존 벡터를 라 하고, 

이 사이의 차 를       로 정의한다. 

이 값은 의 신뢰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에 따라 각 블록에 탐색 범  변수 의 값이 할당

되고, 새로운 탐색 범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

 각 블록은 그림 3과 같이 의 크기에 따라 세 개

의 다른 구역에 용되고, 각각 다른   값이 할당된

다. 이를 한 임계값  작은 값을 , 큰 값을 

라 한다. 가 보다 작아 신뢰성이 높다고 

단되는 경우를 으로 정의한다. 의 값이 두 

임계값 사이일 경우를 로, 가 보다 커서 

이 잘못 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로 

정의한다. 따라서 에 많은 블록이 할당 될수록 

벡터 추정의 수행 시간이 짧아진다. 

2.3 블록 치 매칭

 제안된 방법으로 측된 벡터가 정확하다면 고속 알

그림 3. 와 의 계

고리듬의 성능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임

의 벡터를 참조하는 경우, 임 내에서 단지  

치가 같은 벡터를 사용하면 제안된 측 벡터의 신

뢰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해 실제로 같은 내

용을 가지고 있는 블록을 참조하는 블록 치를 매칭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한 임을 부호화하기 에 

미리 추정된 벡터를 이용해 블록 치 맵을 형성함으

로써 내용상 같은 치에 있는 블록을 참조할 수 있

다. 블록 치 매칭은 변이와 움직임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수행된다.

Ⅲ. 실험 결과

 그림 4는 기존의 시스템과 고속 알고리듬을 용한 

시스템의 성능을 몇 개의 임을 로 들어 비교한 

것이다. 실제 측정된 수행 시간은 각 임마다 약 

40에서 60% 로 어든 반면 한 임 당 비트율은 

평균 으로 약 3∼5% 정도 증가하 고 PSNR면에서 

열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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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알고리듬의 실험 결과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다시  동 상 부호화기에서 신뢰성이 

높은 측 벡터 값을 주변으로 탐색 범 를 여 실행 

속도를 증가시키는 고속 알고리듬과 이를 한 블록 

치 매칭 알고리듬을 제안하 다. 알고리듬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해 임계값과 탐색 범  변수를 논

리 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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