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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의 PLANAR 예측 방법

그림 1. CIIP 가중치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우측
및 좌측 주변 블록의 위치

VVC CIIP 모드에서 화면내-화면간 참조샘플을 이용한 플라나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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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VVC 화면간 예측 모드 Combined Inter-intra Prediction(CIIP)의 화면내 예측 과정에서의 향상된

PLANAR 예측 방법을 제안한다. Combined Inter-intra Prediction(CIIP) 모드는 화면간 예측 신호와 PLANAR 모드로
생성되는 화면내 예측 신호를 가중합 하여 최종 예측 신호를 생성하는 모드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화면간 예측 신호로 생성된
예측 샘플을 PLANAR 모드 예측 과정에서 우측 및 하단의 참조 샘플로 사용한다. 이후 PLANAR 예측 및 가중합 하여 예측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존 CIIP와 동일하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VVC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VTM 9.0에
구현하였으며, 기존 VTM 9.0과 부호화 성능을 비교한 결과로 휘도 성분에서 0.01 % 부호화 성능 감소를 보이고 색차 성분에
대하여 각각 0.17%, 0.13% 부호화 성능 향상을 보인다.

1. 서론

지난 과거 H.265/HEVC[1] 표준이 완성된 이후로 5G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360 비디오/VR(Virtual Reality) 등 초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고효율 압축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비디
오 표준화 기구인 ISO/IEC SC29/WG11 MPEG (Moving Picture
Expers Group)과 ITU-T VCEG (Video Coding Experts Group)은
JVET (Joint Video Experts Team)을 구성하여 기존 HEVC 대비 2배
의 부호화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비디오 압축 표준인 VVC
(Versatile Video Coding)[2]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VVC라는 이름
과 걸맞게 VVC 표준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JVET에 제안
되었고 그 중 주요 기술들이 VVC에 채택 되었다[3]. 채택된 기술 중
CIIP(Combined Inter and intra Prediction)[4] 모드는 화면간 예측
신호와 화면내 예측 신호를 가중합 하여 최종 예측 신호를 생성하는 모
드로서, 화면간 예측으로 해결하기 힘든 밝기 변화가 발생하거나 텍스쳐
가 거의 없는 평평한 영역에 대한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다. 화면 간 예측
신호는 일반 MERGE 모드와 동일한 과정으로 유도되고, 화면내 예측 신
호는 PLANAR 모드를 통해 유도된다. 이렇게 유도된 화면내, 화면간 예
측 신호를 가중합하여 최종 예측 신호를 생성한다. 이때, 가중치는 그림
1 에서 나타내는 현재 예측 블록의 우상단 블록과 좌하단 블록 중 예측
모드가 화면내 예측인 블록의 수에 따라 가중치가 변경된다. 2개의 블록
이 모두 화면 내 예측이면, 화면내 예측신호와 화면간 예측의 가중치 비
율이 3:1이고, 1개의 블록이 화면내 예측인 경우는 1:1, 두블록이 모두
화면내 예측이 아닌경우는 1:3의 가중치 비율을 갖는다. 그림 2는 기존
의 VVC 참조 소프트웨어 VTM 9.0[5]의 PLANAR 모드의 예측 방법을
나타낸다. PLANAR 예측을 수행하기 4 방향의 참조 샘플이 필요하다.
하지만, PLANAR 모드는 부호화 및 복호화 순서로 인하여 아직 복원되
지 않은 샘플인 우측 및 하단의 참조 샘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

상단 샘플과 우하단 샘플을 복사하여 참조 샘플로 사용한다. 사용할 수
없는 참조 샘플을 복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측 및 하단에서 예측 성
능이 크게 감소하고 그로 인한 부호화 효율 감소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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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Access Main10

ClassD Y U V
BasketbalPass 0.07% 0.01% 0.03%

BQSquare -0.10% -0.20% -0.09%

BlowingBubbles 0.01% 0.08% -0.09%

RaceHorses 0.04% -0.57% -0.37%

Overall 0.01% -0.17% -0.13%

본 논문에서는 우측 및 하단 참조 샘플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CIIP 모드에서 화면내-화면간 참조 샘플을 이용한 향상
된 PLANAR 예측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화면간 예측
을 수행하여 화면간 예측 신호를 생성하고 이후 PLANAR 예측 수행을
수행한다. 이때, PLANAR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상단 및 좌측 참조 샘
플은 기복원된 화면내 샘플을 사용하고 좌측 및 하단 참조 샘플은 화면
간 예측으로 생성된 신호의 우측 및 하단 샘플을 사용한다. 이후 준비된
참조 샘플들을 이용하여 기존의 PLANAR 모드와 동일하게 수행하며,
그 후 화면간 예측 신호와 가중합하여 최종 예측 신호를 생성한다.

2. 제안하는 방법

그림 3은 제안하는 Enhanced  Planar CIIP(EP-CIIP) 모드 예측의 개
념도이다. VVC 참조 소프트웨어 VTM 9.0에서는 Luma With Chroma
Scaling(LMCS)[6]을 사용하는 경우, 복호 픽처 버퍼에서 가져온 복원된
참조 샘플을 화면간 예측으로 예측 샘플을 만들면 오리지널 도메인에서
맵핑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CIIP에 필요한 화면
간 예측 신호는 정방향 휘도 맵핑을 거쳐서 맵핑 도메인의 신호로 변환
된다. 이 때, 맵핑 도메인으로 변환된 예측 신호는 화면 내 예측 과정에
서 PLANAR 예측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림 2에서, 기존 방법은 위쪽 방
향 참조샘플과 왼쪽 방향의 참조 샘플을 가지고 우측 및 하단의 샘플을
예측하여 PLANAR 예측이 진행되는 반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이 부분
의 샘플이 맵핑 도메인으로 변환된 동일 위치의 화면간 예측 샘플로 대
체된다. 이후 기존 PLANAR 모드 예측과 동일하게 수행되며 해당 블록
에 예측 샘플이 생성되고 화면간 예측 신호와 가중합하여 최종 예측 신
호를 만든다. 이 때, 가중치는 변경 없이 기존의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림 3. 제안하는 EP-CIIP 모드의 개념도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P-CIIP의 부호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VVC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VTM 9.0에 제안하는 방법을 구현하고 기존
VTM 9.0과 BD-BR[7]을 비교하였다. 실험 환경은 VVC의 CTC[7]의
RA(Random Access) 환경에서 실험을 하였고 ClassD 영상(416x240)
을 사용하였다. 표 1은 VTM9.0 대비 제안하는 방법의 BD-BR[7]을 측
정한 표이다. 표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이 VTM 9.0 대비 부호화 성능이
휘도 성분에 대하여 평균 0.01% 감소, 색차 성분에 대하여 각각 평균
0.17%, 0.13%가 향상되었다. 휘도 성분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부호화
성능이 감소 하였지만, BQSquare 영상에서는 0.1% 부호화 효율 증가
를 보여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특성을 가지는 영상에서는 제안 하는 방법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VVC 화면간 예측 CIIP 모드에서 플라나 예측 신호를 생
성할 때 일부의 화면간 예측 샘플을 참조샘플로 사용하는 향상된
PLANAR 모드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VTM 9.0에
구현하고 RA환경에서 ClassD 영상에 대하여 VTM 9.0과 부호화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휘도 성분에서 평균 0.01% 성능
감소가 있지만, 색차 성분에서는 0.17%, 0.13% 부호화 성능 향상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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