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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 ME) 방식을 사용한 임 비율 변환(frame rate 
conversion, FRC) 기법에 해 제안한다. 기존의 임 비율 변환을 한 움직임 추정 방식은 상 압

축에서 사용되고 있는 SAD를 사용하여 블록(block) 단 로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방식에 기 를 두

고 있다. 그러나 잔여 신호(residual signal)를 장하는 상 압축과 달리, 잘못된 움직임 추정은 합성된 

출력 상에서 심각한 품질 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움직임 개선(motion 
refinement, MR)이 사용되고 있지만, 근본 인 해결을 해서는 정확한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 사용이 

필요하다. 특히 SAD를 통한 움직임 추정은 고르지 못한 움직임 벡터장(motion vector field, MVF) 을 

형성할 수 있으며, 종래의 연구에서 이를 해결하기 해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에 벡터의 공간 

제약(spatial constraint) 항목을 추가하여 비교  고른 움직임 벡터장을 형성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SAD와 공간 제약 항목의 반  비율에 따라 움직임 벡터의 요성과 움직임 벡터장의 일 성이 서로 

상충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이 비율을 일정한 상수(constant)값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이미

지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SAD와 공간 제약 항목 사이의 반  비율을 이미지

의 특성에 응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움직임 측을 제시하고, 수행한 결과를 기존의 방식에 의한 결

과와 비교하 다.

1. 서론

   임 비율 상승 환(Frame Rate Up Conversion, 

FRUC)은 상의 당 임 수인 임 비율을 더 높

은 임 비율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해서는 

기존의 상 임 정보로부터 새로운 임을 합성하

고 추가한다. 임 비율 상승 환 기술은 서로 다른 

상 포맷(video format)을 가진 매체 간 호환을 해 사용

되어 왔으며 시간축의 상 해상도를 높이기 한 어 리

이션(application)을 해 연구되어 왔다. 특히 LCD 디

스 이 장치의 보 이 화 되면서, LCD의 단 인 

움직임 뭉개짐(motion blur)을 해결하기 해 더 높은 

임 비율 상을 사용하면서 블록(block) 단 로 움직임

을 측하는(Blockbased Motion Estimation, BME) 방식 

FRUC 연구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BME 방식의 FRUC는 원본 임 사이사이에 삽입되

는 새로운 임의 각 블록의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 MV)를 추정하여 자연스럽게 임을 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압축에서 쓰이던 BME 방식을 사용하여 

FRUC를 하던 알고리즘은 부터 연구되어 왔다. BME 

방식 기반의 FRUC는 선명한 임의 합성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잘못된 움직임 추정을 했을 경우에 심각한 

시각  품질 하(visual artifacts)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를 보완하기 해 움직임 측 후 움직임 개선(Motion 

Refinement, MR) 알고리즘이 추가된 방식이 제시되어 왔

다.[1]-[2] 그러나 움직임 개선 알고리즘은 후처리 과정으로

써 움직임 측을 보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움직임 측 

단계에서 잘못된 움직임 측이 일어난 블록이 많을 경우 

움직임 개선을 통한 화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움직임 측 단계에서 정확한 움직임을 추정하여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움직임을 추정하기 해 오

버랩 움직임 추정 방식[3] 는 양방향 움직임 추정

(bidirectional ME)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4]이 제안되었으

나 이러한 방식은 ME의 계산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 임 내의 정확한 움직임 측

을 하여 표  BME 방식을 수정한 새로운 형태의 움직

임 측 방식을 제안한다. 아래 2장에서는 기존의 B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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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 블록 

   과 공간 제약에 사

용하는 이웃 블록 MV 

알고리즘과 기존의 BME의 문제를 보완하기 해 고안된 

동작 측 방식인 cost function에 한 소개와 이의 문제

에 해 설명하 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ost function을 사용한 BME 방식에 하여 설명하 으

며 4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실험 결과를 종래의 알고리

즘으로 구 한 결과와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제

안한 방법에 한 결론을 내린다.

2. BME 알고리즘  기존의 BME를 한 비용함

수

   BME는 원래 상 압축에서 사용되던 방식으로 블록 

   의 움직임 벡터를 후보 벡터 집합(candidate set)   

에 속하는 벡터   에서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값이 가장 작게 되는 벡터로 다음 식 (1), (2) 

와 같이 구한다
[5]. 

  ∈   

   
∈
       

여기서  은 n번째 임의 픽셀 값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소의 SAD를 갖는 움직임 벡터가 항상 실제 

움직임 벡터(true motion vector)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잔여 신호(residual signal)를 장하는 압축과 달리 

FRUC에서는 SAD에 의해 잘못 추정한 벡터들이 시각  

품질이 하된 임을 생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SAD를 사용한 통 인 BME 방식에서 잘못된 움직

임을 추정하는 성향을 보면 같은 물체인데도 주변과 다른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해 

SAD를 최소로 하는 벡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식 (3)

과 같이 SAD 값에 벡터의 공간 제약(spatial constraint) 

값을 추가한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최소로 하는 움직

임 벡터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제시되어 왔다[6]. 

  ∈  × 
 



   

 식에서 공간 제약 값은 (그림 1)과 같이 주변의 녹색 

블록의 동작 벡터와 후보 벡터 v와의 차이로 계산된다.

   와 같은 비용함수를 제시한 논문들은 체 상에 

해 두 항목을 연결하는 값을 상수(constant)로 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는 같은 

이미지 내에서도 물체의 경계와 물체의 내부에 한 

값이 달라진다. 

   

3.  제안한 비용함수를 사용한 BME 알고리즘

   2장에서 언 했듯이, 공간 제약 비용함수에서 값을 

상수로 정하게 되면 상 체의 벡터장을 실제 움직임에 

가깝게 측할 수 없다. 값에 따라 SAD에 의한 동작 

측과 MVF의 일 성이 서로 균형(trade-off) 계에 있게 

된다. 값을 크게 정하면 벡터장의 일 성이 높아지나, 물

체 경계에서 배경의 움직임 벡터를 따라가는 상이 발생

해서 물체 경계가 뭉개지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

로 값을 작게 하면 물체 경계의 뭉개짐 정도가 어지

지만 움직임 벡터의 일 성이 떨어지면서 잘못된 벡터의 

결과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정보에 따라 응  값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공간 제약 값의 범 는 SAD가 변하는 폭에 비하여 상

으로 은 편이다. 따라서 모든 블록에 공간 제약의 값

에 일정한 상수 값을 곱하는 비용함수를 설계하게 되면, 

SAD가 높게 나타나는 블록에 비하여 공간 제약 값의 상

인 값이 낮아지게 되면서 일 성이 은 MVF의 결

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블록의 측 

SAD값에 응 인 의 계산을 한 후, 반 된 비용함수를 

사용한 움직임 측 기법을 제시하 다.

   구체 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먼  근 한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재 블록에 용했을 때의 SAD 값을 계

산한다. (그림 1)에서처럼 이미 측되어있는 이웃한 MV 

4개에 해서 SAD를 계산한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값을 MESAD(Minimum estimated SAD)라고 정하면 다

음과 같은 식에 의해 MESAD를 구할 수 있다.

    

       

   다음 측 SAD 인 MESAD의 값을 반 하여 값을 

계산한다. 기본 으로 MESAD의 일정 비율을 로 정하

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런 방식의 경우 물체의 경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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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oreman 상 (a) 5번 임 

(b) 기존의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4번과 

6번을 사용하여 합성한 5번 임 (c) 

제안한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합성한 5번 

임  

PSNR BME =20 proposed

foreman(CIF) 31.41 31.80 31.87

football(CIF) 20.48 20.72 20.78

<표 1> PSNR

(그림 3) foreman 상 (a) 82번 임 

(b) 기존의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81번

과 83번을 사용하여 합성한 82번 

임 (c) 제안한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합

성한 82번 임

록에서 큰 가 용되어 유령 효과(ghost effect)를 비롯

한 시각  품질 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주변 블록의 SAD값을 장해놓고 이 값과 비교하여 

재 블록의 MESAD가 상 으로 높으면 다소 낮은 값

의 MESAD를 로 결정한다. 

     ≠  

 


  

  (5) 식에서 상수 은    계를 갖는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ME 방식을 사용한 임 율 환을 연속된 

상에 하여 기존의 ME 방식과 비교 실험하여 검증하

다. 실험은 30fps CIF 상을 이단추출법(sub-sampling)

을 사용하여 15fps 로 변환하여 블록 크기를 16으로 한 

ME를 사용하여 다시 30fps 임 율로 환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 다. 한 제시한 방식이 정확한 ME를 한 

기존 알고리즘의 개선이므로 일반 인 임 율 환에

서 사용되는 MR  MCI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면 응  를 사용한 제안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임 (c)는 고정 를 사용한 

기존의 알고리즘에 의한 임 (b)보다 시각 으로 우수

한 임 생성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지 특

성에 를 응하여 좀 더 자연스러운 임 합성을 가

능하게 한다. 제안한 움직임 추정 방식은 이미지의 특성을 

반 하여 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은 BME, 고정 를 사용한 방식, 그리고 논문에

서 제시한 응  를 사용한 방식의 ME의 결과로 생성

된 동 상의 PSNR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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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의한 ME가 기존 ME의 결과보다 PSNR 수치 으

로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임 비율 변환을 한 움직임 측에서 가장 요

한 것은 블록단 의 정확한 움직임 측을 하는 것이다. 

SAD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측하는 방식은 MSE에 비해

서 연산량이 으면서도 비교  효과 으로 움직임을 

측하지만, 항상 정확한 움직임 측을 보장하지 않으며 불

규칙 인 움직임 벡터장을 형성하여 잘못된 상 변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비용 함수를 

사용한 기존의 방식은 공간 제약 값과 SAD의 비율을 일

정하게 고정해서 사용하 는데, 본 논문에서 응  계수

로 변환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이 보다 좀 더 움직임 

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결과 으로 시각 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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