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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깊이영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깊이영상에 보다 적합한 움직임 예측방법에 대한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 

컬러영상 기반으로 제안되었던 대부분의 움직임 예측 방법들이 깊이영상에 적용할 경우 local minimum 에 빠지게 되어 이에 

따른 압축 성능 저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깊이영상의 오브젝트 경계 영역에서 나타나게 

됨을 분석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영상의 경계 영역에 대해 feature matching 방식을 이용한 full search 

방식을 제안한다. 실험적인 결과는 제안방식이 기존 full search 방식과 비교하여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한 채 복잡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서론 

차세대 영상 시스템으로서 깊이 감을 느낄 수 있는 3 차원 

실감 영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중 한가지 

방식으로서, 현재 제품으로까지 출시되어 있는 스테레오 기반 

3 차원 영상은 양안에 서로 다른 시점의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두 영상의 시차를 통해서 사용자가 깊이 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테레오스코픽 

기반 방식으로는 고정된 시점의 영상만을 시청할 수 있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시점 방식 (Multiview)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다시점 영상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많은 수의 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방대한 데이터 

크기에 따른 전송/압축 등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영상을 이용하여 뷰의 개수를 많이 줄이는 

다시점+깊이영상 (Multiview plus depth) 방식이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1-3].  

다시점 영상 압축은 시점간 중복성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며, 이는 2000 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 Multiview Video Coding (MVC) 표준까지 

제정되었다. 하지만, 깊이영상의 경우는 기존 영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컨텐츠로서, 현재 깊이영상 압축을 위해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영상의 움직임 예측, Motion 

Estimation (M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ME 방식은 

모든 가능한 블록을 모두 찾는 full search 방식부터, 예측값 

주변을 빠르게 찾는 Hexagonal search [4], 혹은 Zonal 

search [5] 등 수많은 알고리즘 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들 

알고리즘이 기존 컬러영상에 최적화되어 있고, 깊이영상에 바로 

적용할 경우에는 성능저하가 생기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제안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기존 움직임 

예측방법의 깊이영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깊이영상에 보다 적합한 움직임 예측방법을 제시한다. 

3 절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 방법 

A. 고속 움직임 예측 방법의 문제점 

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H.264/AVC 혹은 새롭게 

개발된 HEVC 에서는 움직임 예측 방법 (Motion 

Estimation)로서 모든 블록을 점검해 보는 Full search 방식, 

혹은 그 중 일부만을 점검하는 빠른 방식인 Hexagonal search 

[4], Zonal search [5]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예측 

과정에서는 각각의 블록에 대해 cost 를 계산하여, cost 가 가장 

작게 되는 움직임 벡터를 해당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선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움직임 벡터 선정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Sum of Absolute Difference (SAD)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cost 를 구하게 된다. 
 

( , ) ( )o c motion p cJ SAD MB MB Rate mv m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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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Bo 와 MBc 는 각각 현재 프레임의 원본 블록 및 참조 

프레임의 복원된 영상의 블록을 의미하며, mvp 와 mvc 는 각각 

예측 움짐임 벡터와 현재 구하고자 하는 후보의 움직임 벡터를 

의미한다. 위 소개한 빠른 움직임 벡터를 찾는 여러 방식은 

아직까지의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full search 방식에 비하여 

거의 압축성능의 변화 없이 100~300 배 이상의 속도향상을 

이루어 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5].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컬러 기반의 일반적인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이며, 

만약 같은 방식을 깊이영상에 적용해 본다면 위와는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다.  

위의 내용을 실험적으로 보이기 위해, 깊이영상을 가장 

이상적인 방식인 full search 와 fast 방식 중 하나인 

Hexagonal search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 표 

I 에서와 같이 6 개의 테스트 영상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약 

0.8%의 성능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Undo 

Dancer 영상과 같이 정밀한 깊이영상의 경우 fast search 

방식으로 인해 무려 2% 가까운 압축효율의 저하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fast search 기반 움직임 벡터 

예측 방식이 깊이영상의 경우 기존 컬러영상과는 다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깊이영상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 

때문에 fast search 방식에서는 쉽게 local minimum 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표 I 

HEXAGONAL SEARCH 대비 FULL SEARCH 방식 성능 비교 

 BDBR 

Poznan Hall2 -0.61 

Poznan Street -0.58 

Undo Dancer -2.01 

Kendo -0.35 

Balloons -0.39 

Newspaper -0.58 

Avg. -0.75% 

 

B. 블록 Feature를 이용한 early termination 

위 2-A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고속 움직임 

예측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full search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깊이영상 움직임 예측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full 

search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search range 안의 방대한 수의 

모든 블록에 대하여 식 (1)의 cost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search range 가 커짐에 따라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블록의 수는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코더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방식에서는 깊이영상의 특징 –  깊이영상은 대부분 평탄한 

영역과, 평탄한 영역끼리의 경계로 이루어져 있는 piece-wise 

planar 특징을 이용하였다. 즉, 위 기술한 특징을 통해 각 

블록을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유의미한 block 

feature 를 추출하고, 실제 full search 과정 전에 feature 

matching 방식을 통해 많은 수의 후보 블록들을 skip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full search 를 깊이영상의 

경계부분에서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각각의 블록을 

분석하여 해당 블록의 최대값 M 과 최소값 m 의 차이가 아래 

수식 (2)를 만족할 경우에만 full search 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M m T                        (2) 
 

여기서 T 값은 조절 가능한 Threshold 값이다. 이와 같은 

설정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연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깊이영상의 경계영역을 포함하는 블록의 경우는 위 

기술한대로 full search 기반 블록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안 알고리즘은 해당 블록의 feature 를 우선 찾는 과정을 

거친다. 각 블록의 feature 는 각각의 4x4 서브블록의 4 개의 

코너샘플이 위 수식 (2)에서 언급한 M 값과 m 값중 가까운 

값으로 할당하여 생성한다. 예를 들면, 8x16 의 블록의 경우는 

총 8 개의 binary feature 가 생성되게 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블록의 cost 를 구하기 전에 feature 매칭과정을 

이용하여 두 블록의 feature 가 상이할 경우 cost 를 구하는 

skip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feature matching 은 

단순한 binary 연산이기 때문에 실제 cost 구하는 과정에 

비하여 연산량은 극히 적게 된다. 

 

3. 실험 결과 

제안 알고리즘의 공정한 실험 및 평가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 Joint Collaboration 표준화 활동을 통해 3D 

video 압축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JCT-3V 의 Common Test 

Condition (CTC)을 따르고,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을 위한 reference 

S/W 로서 영상 압축은 현재 개발 진행중인 3D-ATM v7.0 

[6]을 사용하였고, 비교 평가를 위한 중간영상 생성은 1D fast 

VSRS [7]를 이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실험영상 세팅 및 

실험조건은 CTC 문서를 참조한다 [8]. 

지난 2 장에서 제안한 깊이영상 블록의 feature 의 기본 

조건은 해당 블록이 2 개의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뉘어 져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제안 방식에서는 이러한 

깊이영상의 경계 부분의 블록들만 full search 기반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의 배경 부분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의 근거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경계 부분만 full search 를 적용했을 경우 전체를 모두 full 

search 적용하는 방식과 성능비교를 할 수 있다. 

표 II 

HEXAGONAL SEARCH 대비 경계영역에만 FULL SEARCH 적용한 

방식의 성능 비교 

 T=32 T=16 

 BDBR 경계영역비율 BDBR 경계영역비율 

Poznan Hall2 -0.24 1.6 -0.46 5.8 

Poznan Street -0.35 5.4 -0.43 13.1 

Undo Dancer -1.37 4.4 -1.77 9.1 

Kendo -0.30 15.7 -0.32 31.2 

Balloons -0.33 21.8 -0.38 36.5 

Newspaper -0.34 21.7 -0.51 39.9 

Avg. -0.49% 11.8% -0.65% 22.6% 

 

위 표 II 에서, 각 16x16 매크로 블록의 max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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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값의 차이가 특정 값 T 보다 큰 매크로 블록만 full 

search 를 적용한 결과이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anchor 대비 T=32 값을 적용하였을 때 약 0.5%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T=16 값을 적용하였을 때는 

추가적으로 0.15% 압축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든 블록을 모두 full search 적용한 것과 비교하여 약 0.1% 

성능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T=16 의 경우 full search 가 

적용되는 블록이 약 20%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약 80%의 

평탄한 블록에 추가로 full search 를 적용해도 그 성능향상이 

0.1%에 그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깊이영상의 

경계 부분만의 블록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이들의 feature 를 

택하는 제안방법은 실험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제안방식의 성능을 기존 full search 

방식과 비교하였다. 아래 표 III 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 

방식은 full search 과정의 약 90%에 해당하는 연산을 

skip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약 0.1% 정도의 성능 저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 표 II 와 같이 평균적으로 전체 

블록 중 약 20% 정도만 full search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실제 최종 cost 를 계산하는 블록의 수는 모든 블록을 full 

search 로 찾는 경우에 비하여 약 2%에 불과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표 III 

FEATURE 사용한 SKIP 방법 사용시 압축성능 비교 (T=16) 

 BDBR SKIP 발생빈도 

Poznan Hall2 -0.47 86.3 

Poznan Street -0.32 92.9 

Undo Dancer -1.51 81.5 

Kendo -0.24 94.4 

Balloons -0.25 91.2 

Newspaper -0.40 89.2 

Avg. -0.53% 89.3% 

 

4. 결론 

본 논문은 깊이영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깊이영상에 보다 

적합한 움직임 예측방법에 대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움직임 벡터를 찾고자 하는 블록의 feature 를 활용하여 

full search 의 후보군 수를 줄이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제안 

방식을 통해서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한 채 복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논문에 제안된 방법은 full search 방식에만 적용을 

하였지만, 다른 종류의 fast search 방식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존 fast local search 기반 방식에 

제안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local minimum 에 강인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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