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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심 역 분리에 따른 응 인 움직임 보정에 기 한 효과 인 임 율 증가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에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인 확장 양방향 움직임 추정 방법(EBME)의 단 을 극복하기 

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상호 보완 인 비 칭 역에 해 양방향 움직임 추정을 수행한다. 그런 후에, 블록 

단 로 움직임이나 변화가 있는 역을 심 역으로 분류하고 심 역의 블록 특성에 따라 움직임 벡터

를 세부 으로 보정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선형 인 움직임에 기 하는 확장 양방향 움직임 

추정보다 특히 폐색 역에 해 효율 인 움직임 추정을 한다. 다양한 테스트 비디오 시 스들에 하여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제안한 방식은 기존 EBME 비 평균 0.59dB의 화질 개선을 달성하 음을 보인다.

■ 중심어 :∣프레임 율 증가 기법∣관심영역∣움직임벡터 보정∣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ffective FRUC (Frame Rate Up-Conversion) technique, which is 

based on ROI (Region Of Interest) separations and adaptive motion vector refinement. In this 

paper,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EBME (Extended Bi-lateral Motion Estimation) 

algorithm, which is widely known in FRUC techniques, first,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a bi-directional motion estimation for the complementary asymmetric region. Then, the proposed 

algorithm classifies each block into ROI or non-ROI block and refine motion vectors in 

accordance with their block characteristics to have a higher accuracy than the conventional 

EBME algorithm, specially, for the occlusion region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improves 0.59dB on average PSNR a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 keyword :∣Frame Rate Up-Conversion∣Region of Interest∣MV Refinement∣

    

수일자 : 2015년 08월 24일 

수정일자 : 201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1월 06일

교신 자 : 김진수, e-mail : jskim67@hanbat.ac.kr

I. 서 론 

최근 상 기술의 속한 발 으로 4K UHD 고화질 

상과 노라마 상, 다시  상, 3D 상 등 다양한 

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 다. 고화질 상을 서비

스하기 해서는 높은 역폭이 요구 되는데 제한된 

역폭 안에서 비트율이 한정됨으로 인해 임 율을 낮

춰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 한 다시  상에서 카메

라 간의 부드러운 환이 요구되는데 물리 인 카메라 

간의 시차와 사용자 디스 이 장치에서 직  주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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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해 슬로우 모션 기술을 사용할 때 한정된 상

의 임 율 등을 해결하기 해 낮은 임 율의 

상을 사용자 디스 이 장치에서 높은 임 율로 변

환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 인 수요에 해 

시간 으로 인 한 두 개의 임을 이용하여 두 

임 사이에 추가 인 임을 생성하여 임 율을 증

가시키는 임 율 증가 기법 (Frame Rate 

Up-Conversion)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2]. 

기본 인 FRUC 알고리즘은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고화질 상이나 물체의 움직임이 클 경우 고스

트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움직임 벡터를 고려한 Motion Compensation FRUC(M

C-FRUC) 방법이 제시되었다[1][2]. 이 방법들은 재 

임을 심으로 이  임에서 단방향 움직임 추

정을 수행하여 움직임이 클 경우에는 정확한 움직임 벡

터의 추정이 어려우며, 움직임 보상 과정에서 홀과 

첩 역이 발생하여 성능 하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

기 해 재 임과 이  임 두 임에서 양

방향으로 칭 인 움직임 추정을 하는 방법이 제시되

었다[3-5]. 단방향 움직임 추정보다 정확도는 높 지만 

마찬가지로 블록 단 로 임을 보간 수행하기 때문

에 추정된 블록과 이웃 블록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블록화 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블록화 상과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OBMC(Overlapped Bloc

k Motion Compensation)가 제시 되었다[6][7]. OBMC

는 블록의 경계부분에 따른 모든 움직임 벡터를 고려하

여 가 치를 용하여 움직임 벡터 값을 수정함으로써 

부드러운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반 인 역에서 움

직임 추정이 잘못 일어날 경우 잘못된 움직임 벡터 값

으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계부분의 과도한 

복으로 인해 화질이 열화 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해 EBME(Extended Bi-lateral Motio

n Estimation)방법이 제시 되었다[8]. 이 방법은 첩된 

역에서 더 작은 오차 값을 갖는 격자의 움직임 벡터

를 선택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

를 높 다. 하지만 칭 인 움직임이 아니거나 물체와 

배경이 격히 변하는 경우 정확도가 낮은 한계 을 지

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EBME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응 인 심 역 분리 방법을 용하여 추정과정

을 보완한 새로운 알고리즘은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기존의 EBME알고리즘으

로 임 율 증가 기법에 해 간단히 소개하고, 3장에

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심 역 분리 방법과 각 심

역의 특성에 따라 효과 으로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

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모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도

출한다.

II. EBME에 기초한 MC-FRUC기법

임 율 증가 기법의 핵심 인 기술인 EBME[8]

는 단순한 알고리즘이면서도 칭 이고, 선형 인 움

직임을 갖는 이동 물체의 움직임 추정에 매우 효과

으로 동작하여 기존의 많은 문헌에 참고로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BME기법에 해 참고문헌 [8]

에 기 하여 4단계로 나 어 간단히 설명한다.

1. 양방향 움직임 추정
양방향 움직임 추정(bilateral motion estimation)은 

재 임 과 이  임   과의 시간  연

성을 이용하여 두 임이 서로 칭 인 계이고 

물체가 평면 인 선형  움직임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기존의 단방향 움직임 추정은 움직임 보상과정에서 홀 

역이 생기는데 비해 선형 인 움직임이라는 가정 하

에서 양방향 움직임 추정과 보상은 이  임과 

재 임의 블록들을 둘 다 이용하여 탐색을 실시하

여 양방향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 으로 추정 

성능이 더 높고, 홀 역이 생기지 않는다. 양방향의 

임에서 블록 단 로 식 (1)의 정의와 같이   

(Sum of Bilateral Absolute Differences)를 계산하고, 

를 최소로 하는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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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여기서  ,는 움직임 벡터 후보이고, 는 

를 최소로 하는 최종 움직임 벡터이다.

2. 격자 움직임 추정
양방향 움직임 추정은 물체의 움직임이 칭 이지 

않은 역에 해서 정확하지 못하다. EBME 기법에

서는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그림 1]과 

같이 블록의 그리드를 블록크기에 반만큼 이동하여 다

시 한 번 양방향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고 첩된 역

에서 더 작은 SBAD를 갖는 격자의 움직임 벡터를 선

택하여 움직임 벡터 필드를 수정하고, 그런 후에 움직

임 벡터 평활화 과정이 도입된다. 

  








                              (2)

  





 

그림 1. EBME기법의 움직임 벡터 결정

식 (2)에서, 은 주변 이웃 블록들의 평균 움직임 

벡터 값이며, v1은 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이다. 는 

과 와의  차분치를, 은 주변 블록들의 차

분 평균을 나타낸다. 만약 가 보다 클 경우에, 

재 블록을 아웃라이어 블록으로 분류하고 평활화를 수

행한다.

움직임 벡터 평활화 과정은 재 블록만 아웃라이어

인 경우를 찾아내 Median 필터를 취해 움직임 벡터를 

수정한다. 다음으로 재 블록이 아웃라이어 블록일 

때, 주변 8개  하나만 아웃라이어 블록인 경우를 찾

아내 Median 필터를 취해 v1을 수정한다. 이 같은 방

법으로 2개, 3개인 경우를 거쳐, 주변 모두가 아웃라이

어 블록인 경우까지 평활화 과정을 반복하여 모션 벡

터에 해 [그림 2]와 같이 평활화를 실시한다. 

 

그림 2. EBME기법의 움직임 벡터 평활화

3. 중첩 블록 움직임 보상 (OBMC)
OBMC는 블록화 상을 극단 으로 여주는 방법

으로, 부분의 상에서 화질 개선을 보여 다. 

Bilinear 도우를 워 블록화 상을 없애며, 도우 

계수는 식 (3)을 통해 구한다. NxN은 블록의 크기를 

나타내며, 2Nx2N 크기의 도우를 만들어, 주변 블록

들과 첩하여 운다. 도우는 블록의 경계면을 부

드럽게 만들어 블록화 상을 없앤다.

  





















   

  
      (3)

4. 움직임 보상을 이용한 프레임 보간 
식 (4)의 MCFI 과정을 통해 간 임을 보간한

다. 은 반복 인 움직임 벡터 평활화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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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된 최종 움직임 벡터이다. ,  임을 

통해 간 임인  임을 보상한다.

  




(4)

III. 제안한 MC-FRUC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EBME방식의 한계 을 극복하는 새로

운 응 인 FRUC 기법을 제안한다. 즉, EBME방식

에서 발생되는 비 칭 역에 한 잘못된 움직임 보

상 문제 을 보완한 양방향 움직임 추정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체 인 제어과정은 [그림 3]

과 같이 요약된다. 먼 , (n-1)번째 임과 n번째 

임에 하여 미세한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품질

하를 제거하기 해 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

를 용한다. 통과된 상들에 해 기존의 방식[8]에

서 변형된 EBME방식을 용하여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리고 움직임 추정에 의하여 심 역(ROI: 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하고 각 심 역의 특성에 맞게 

응  블록 정합에 따른 움직임 벡터를 보정하는 과

정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양방향 움직임 보

상 보간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과정에 

한 제어 흐름도는 [그림 3]에 주어진다.

그림 3. 제안된 알고리즘의 제어흐름도 

1. 변형된 EBME기법에 의한 움직임 추정
비 칭 역에 한 양방향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움직임 벡터의 반에 해서 비 칭 인 

탐색을 추가한다. 이를 해 다음 식과 같이 각각 순방

향과 역방향 탐색에 의한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값을 각각 정의한다.

  
∈


  
∈
    

  (5)

여기서  는 재 탐색하고자 하는 블록 에 속하는 

화소의 좌표를 나타낸다. 는 이  

임에서 재 임으로의 순방향 움직임을 추정하기 

한 값이고, 는 역방향 움직임을 추정하

기 한 값이다. 식 (5)와 더불어 비 칭 인 단방향 

움직임을 고려하기 해 추가 으로 움직임 벡터를 반

만큼 용하여 순방향과 역방향의 비 칭 역을 추가 

탐색하는 과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6)

식 (5)와 식 (6)으로 정의된 식을 바탕으로 , 

, 를 구하고 각각의 평균 인   값을 비

교하여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것을 움직임 벡터 로 

결정한다. 

       

       

      

  

(7)

이후 추가 으로 [그림 1]과 같이 기존 EBME 방법

의 격자 움직임 추정 방법으로 움직임 벡터를 수정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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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심영역(ROI)의 설정과 분석
객체의 움직임을 추정할 때 배경은 그 로 있고 객

체만 움직임이 있을 경우 배경까지 포함하여 움직임 

추정을 하게 되면 배경은 움직임이 없으므로 객체의 

정확한 움직임 추정을 할 수 없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는 움직임이나 변형이 있는 역에 해서 블록단 로 

심 역으로 설정하고 심 역의 특성별로 움직임

이나 변화가 없는 신뢰 역과 그 지 않은 역으로 

재탐색을 수행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이 MAE를 

정의한다.

 
 











     (8)

먼  이  임과 재 임 간에 시간  연

성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기 블록 값의 반만큼의 

블록 단 로 동일 치에서 와 의 픽셀 값의 

차이의 치 평균인 를 구한다. 그리고 체 

블록 평균 차이 과 비교하여 보다 큰 값을 갖

는 블록을 0으로 나타내고, 그 지 않은 블록을 1로 표

시하여 심블록으로 식 (9)와 같이 설정한다. 


 


















   

      


,   




(9)

이 게 결정된 ROI블록은 비 칭 인 움직임을 갖거

나 는 객체와 배경의 움직임이 다른 특성을 포함하는 

블록을 표시하게 된다.

3. 관심영역의 적응적 움직임 탐색과 보정
심 역이 결정되면 블록 단 로 재 블록과 이웃

하는 주변 블록간의 분산 계를 이용하여 심 역을 

응 으로 처리한다.

[그림 4(a)]와 같은 경우에는 재 블록 심으로 3b x 

3b 블록들을 포함하여 조사하여 블록 에 심블록이 

(a)

(b)

그림 4. 관심영역을 포함하는 블록의 움직임 추정 (a) 개념
도, (b) 실제의 예

(a)

(b)

(c)
그림 5. 관심영역만으로 구성된 경우의 움직임 추정 (a) 개

념도, (b) 고분산 블록의 예, (c) 저분산 블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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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관심영역의 각 블록 개수와 관심영역의 PSNR향상 (a),(c) mobile, (b),(d) foreman

3개 있는 를 나타내는데, 이때, 재 블록을 기 으로 

심블록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국부 인 변화가 있

는 블록이라 볼 수 있으며 움직이는 블록만을 참조하여 

탐색한다. [그림 4(b)]와 같이 해당 블록 역은 해당 블

록을 포함하도록 해서 2b x 2b 크기의 블록에 기 하여 

움직임 추정을 수행한다.

신뢰 역이 없이 모든 블록들이 심블록들로 구성

된다면 [그림 5(a)]와 같이 블록을 5b x 5b크기의 블록

으로 확장하여 분산 계를 조사한다. 이때 개별 블록단

로 분산을 구하여 고 분산 역과  분산 역으로 

나  수 있다. 고 분산 역인 곳은 [그림 5(b)]와 같이 

텍스처가 복잡한 역으로 볼 수 있고,  분산 역인 

곳은 [그림 5(c)]와 같이 해당 역이 단순한 텍스처로

서 큰 움직임이 있는 역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를 각각 분리해서 처리함으로써 움직임 추정  보상을 

더욱 정확도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고 분산 역에 해서는 텍스처가 복잡한 만큼 블록 

크기를 작게 하여 더 세 한 움직임 추정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b x b블록 크기로 움직임 추정을 수

행한다.  분산 역에 해서는 큰 움직임에 따라 블

록 크기와 탐색 역을 응 으로 확장하여 움직임 추

정을 수행한다. 이후 기존 움직임 벡터로 선택된 

와 심 역에 한 재탐색 하여 찾은 움직임 벡터의 

를 비교하여 작은 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로 

수정한다. 이후 양방향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여 최종 

간 임을 생성한다. 

이상에서 심 역의 분리와 더불어 각각의 경우에 

해 차별 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해 조사하기 해 mobile과 foreman에 해 실험한 결

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a)와 (b)는 신뢰

역([그림 4]경우)과 심 역의 고분산[그림 5(b)]  

분산[그림 5(c)]을 각 임별로 개수와 더불어 심

역 처리 알고리즘 용의 유, 무에 따른 심 역 

한 실제 PSNR개선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게 분리

하여 처리함으로써 평균 mobile 4.3dB, foreman 2.3dB 

성능 향상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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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PSNR 비교 (a) flower garden, (b) mobile, (c) foreman,
         (d) football

VI. 모의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과의 성능 비교

를 하여 실험한 상은 모두 CIF(352 x 288) 크기이

며, 기존 EBME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상 100f

rame에 해 홀수 임을 제거하여 짝수 임을 

이용해 홀수 임을 만들고 원본 홀수 임과의 PS

NR을 구하여 객  화질을 비교하 다. [그림 7]에서

는 기존에 제안된 LI[3], SU[4] 그리고 EBME[8]와의 

성능을 각 임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비 칭 인 움직

임이 주로 발생되는 mobile 상에서 상 으로 우수

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oreman과 

같이 다소 정 인 상 시 스의 경우에는 성능차이가 

다소 작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매우 다양한 

시 스에 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표 1]

에 나타내어 비교하 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상 시 스 별로 차이가 존재

하지만 체 으로 0.6dB 정도의 객 인 화질 개선

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간 지각 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구

조  유사도 SSIM(structural similarity)을 추가 으로 

측정하 다[9]. SSIM은 [0,1]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

울수록 원본과의 유사성이 높으며 식 (10)을 이용하여 

구한다. 와 는 비교할 두 상을, 는 가우시안 평균

을, 는 분산을 의미하며, 과 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더해주는 상수이다.

 

 

 
 

  
   (10)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SSIM의 척도에서도 제안 

방식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 0.01정도의 구조  유사도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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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그림 8. 제안방식의 주관적 화질 비교 (a)(d) EBME방식, (b)(e) 제안한 방식, (c)(f) 원본영상

Sequence
LI [3] SU [4] EBME [8] Proposed

PSNR(dB) SSIM PSNR(dB) SSIM PSNR(dB) SSIM PSNR(dB) SSIM

flower garden 29.78 0.9653 30.53 0.9710 30.55 0.9703 31.29 0.9750
mobile 26.20 0.9281 26.65 0.9323 26.97 0.9347 29.29 0.9578
foreman 33.17 0.9351 33.78 0.9392 33.94 0.9425 34.20 0.9447
football 21.57 0.5761 21.48 0.5752 21.66 0.5861 22.05 0.6238
akiyo 45.54 0.9952 46.01 0.9955 46.43 0.9956 46.61 0.9957

coastguard 30.01 0.8610 30.83 0.8828 31.80 0.9009 31.87 0.9009
container 43.94 0.9889 44.37 0.9889 44.50 0.9892 44.68 0.9893
stefan 24.33 0.7843 24.57 0.7994 25.04 0.8108 25.19 0.8144

Average 32.89 0.8800 33.38 0.8900 33.69 0.8900 34.28 0.9000

표 1. 제안한 방식에 대한 기존방식들과의 성능 비교

[그림 8]은 제안한 방식과 EBME방식과의 주 인 

화질을 직  비교하고 있다. 이 결과에서 EBME는 텍

스처가 복잡한 역에서 과도한 평활화  비 칭 역

에서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가 낮은데 비해 제안한 방법 

텍스처가 복잡한 역에서 선명한 결과를 보여 다. 특

히, 비 칭 역에서 효과 으로 움직임 추정이 되어 

원본과의 주  화질을 비교하 을 때, 제안한 방식

은 EBME 비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Mobile과 같이 움직임이 복잡한 상에 해 

효과 으로 심 역 추출을 통하여 향상된 움직임 추

정  보상이 이루어져 EBME 비 최  2.32dB, 평균 

0.59dB 이상의 PSNR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 

SSIM도 최  0.0377, 평균 0.01이상 모든 시 스에 

해서 다른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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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임 율 증가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확장된 양방향 움직임 추정 기법(EBM

E)의 단 인 비 칭 인 움직임 추정 방식을 극복하기 

한 새로운 임 보간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 방법에 해 추가 으로 이 과 재 

임간의 시간  연 성을 이용해서 블록 단 로 심

역을 구분하고 심 역에 해서 주변 이웃하는 블록

들을 추가 이용하여 심 역의 특성에 맞게 효과 으

로 처리함으로써 기존 알고리즘 비 향상된 움직임 추

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다양한 상시

스에 의한 실험결과를 통해 Mobile과 같이 움직임이 

비 칭 이고 복잡한 상에 해 효과 으로 심

역 추출을 통한 향상된 움직임 추정  보상이 이루어

져 EBME 비 최  2.32dB이상, 평균 0.59dB이상 PSN

R의 향상을 확인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심 역을 설정함에 있어 분산 

값의 크기를 상 으로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나 

앞으로는 블록의 복잡도등을 고려하여 으로 구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

은 MC-FRUC방법 외에도 최소한의 자원 활용이 필요

한 장치에서 문제되는 부호화기의 복잡도를 디코더로 

옮긴 분산 비디오 코딩 (DVC : Distribute Video Codin

g)기술의 보조정보 생성 방법에서 움직임에 따라 심

역을 분리하여 시간 으로 , 후 임과 공간 으

로 좌, 우 카메라 임을 응 으로 선택하기 한 

방법에 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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