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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비교함으로서 최소비용값을 갱신한다. 각 모드의 비

초록: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
해 깊이 영상의 특성을 이용한 고속 인터 모드 결정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양자화 매개변수에 적응적인 문턱
값을 이용해 조기 SKIP 방법과 고속 인터 모드 탐색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실험 결과는 기존의 HEVC와 비
교하였을 때 BDBR이 0.38%, BDPSNR이 -0.02dB로
비트율과 화질의 큰 변화 없이 부호화 시간을 최소
40%에서 최대 82%까지 줄였다.

주제어:깊이 영상 부호화, 모드 결정
Ⅰ. 서론
ISO-IEC/MPEG과

ITU-T/VCEG은

용값은 인트라나 인터 예측의 결과와 실제값의 차이를 통
해 얻어진 잔여 데이터, SKIP 플래그, merge 플래그,
merge 인덱스값, 예측 타입, 인터 예측 플래그, 참조 영상
의 인덱스값, 움직임 벡터, 움직임 벡터 예측값 인덱스,
그리고 인트라 예측 모드 등을 나타낸 부가정보들이 고려
된 값이다. 최소의 비용값을 가지는 모드가 최적모드로
결정이 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된다.
SKIP 모드와 인터 2N×2N에 대한 비용을 구한 뒤 부
호화 단위의 깊이가 최대라면 인터 N×N의 비용값을 구

산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터 N×2N을 계 한다. 이 경우
부호화 단위가 최대 깊이값이
라면, 첫 번째 PU가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라고 불리는 차세대 비디오 압
축 표준안 제정을 목적으로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를 설립됐다. 현재 표준화가 진
행중인 HEVC는 기존의 비디오 압축 표준인 H.264/AVC
와 비교해 고해상도 영상 부호화 효율을 두 배 이상 향상
시키기 위해 비디오 코덱 전반에 걸쳐 새로운 부호화 알
고리즘들이 제안됐다.
깊이 영상은 텍스쳐 영상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깊이 영상을 위한 고속 부호화 방법
이 제안됐다.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는 텍스쳐 영
상의 움직임 정보를 재사용하는 방법과 비트율 왜곡값 상
관도에 기반을 둔 SKIP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깊이 영상을 빠르게 부호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텍스쳐 영상과 깊이 영상과의 상
관도를 이용해 공통된 정보를 공유해 복잡도를 줄이는 방
법이다. 두 번째는 깊이 영상만을 이용해 빠르게 부호화
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고속 깊이 영상 부호화 알고리
즘의 경우 첫 번째 방법에 해당되지만 두 번째 방법이 다

아니
될 수 있지만 후보군들이 없을 때는 이
모드가 선택되지 않는다. 그다음 인터 2N×N을 계산하는
데 최대 깊이 부호화 단위가 아니라면 첫 번째 PU가
merge모드를 통해 예측이 될 수 있지만 후보군이 없을
때는 선택되지 않는다. 인트라 2N×2N의 비용값을 결정한
뒤 최대 깊이값의 부호화 단위라면 인트라 N×N의 비용
값을 계산하고 모드 결정 과정이 종료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호화 단위의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여서 처음부터
다시 호출한다.
merge모드로 예측

포
석
[]
따르면, 동차 영역에서
의 모드 분포는 비동차 영역과는 다르다. 그림 1과 같이
동차 영역에서는 대부분 SKIP과 인트라 모드로 부호화
되지만 비동차 영역 에서는 균일한 모드 분포를 보인다.
특히 동차 영역에서는 SKIP이 대다수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실험은 Balloon영상을 이용해 문턱값
30을 기준으로 동차 영역과 비동차 영역을 나누었다.
2. 모드 분 에 대한 분
Peng 1 이 제안한 알고리즘에

양한 3DTV 응용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 이유는
실험 환경과 상관없이 깊이 영상만의 특성을 이용하기 때
문이다.

Ⅱ.

HEVC 예측 모드
1. HEVC에서의 모드 결정 방법
HEVC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HM에서는 모드 결정 방
법은 그림 1과 같다. 각 모드에 대한 비용값과 최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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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호화 단위의 모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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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속 인터 모드 결정 방법
1. 깊이값 분리
좌표  는 현재 부호화 단위의 위치를 나타내며,
 는 부호화 단위 안에서의 상대적인 픽셀들의 위치를
나타낸다.  는 현재 부호화 단위 안에서의 실제 깊이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현재 부호화 단위의 평균
값을 나타낸다. 깊이값이 크게 바뀌는 경우 f(x,y)값은 커
질 것이다. 따라서 비동차 영역에서는 f(x,y)값이 크고, 이
와 반대로 동차 영역에서는 깊이값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
에 f(x,y)값이 작다. 따라서 분산값을 문턱값과 비교함으
로서 동차 영역인지 아닌지를 나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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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용값을 계 하고 조기 SKIP에 대한 인 과정

거친다. 조기 SKIP으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SKIP 모
드가 최소비용 모드로 결정된 비용값들의 평균과 문턱값
의 곱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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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1024×768의
깊이 영상 50프레임에 대해 실험했다. 본 알고리즘은
HM3.0 [2]에 적용하여 실험했다.
표 1. 실험 결과
Time
BDBR
BDPSNR
QP △(%)
(%)
(dB)

본 논문에서는 HEVC에서의 깊이 영상을 빠르게 부호
화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첫

산

작은

N×N에 대한 비용값 계 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 대로 모드 결정을 수행한다.

2. 제안하는 인터 모드 결정 방법

단계는 부호화 단위안의

약

대해서 비용값을 계 한다. 만 인터 2N×2N에서 결정된
움직임 벡터와 왜곡값이 0이고 분 이 음에 정의한 문

Average

22
2
32
3
22
2
32
3
22
2
32
3

7
7
7
7
7
7

-40.43
-44. 2
-48. 1
- 8.40
- 0.8
- 6.8
- 8.33
-82.0
- 2.61
-60.0
-66.26
- 3.2
-6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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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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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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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5

-0.02

0.61

-0.02

0.03

-0.01

0.38

-0.02

표 1은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비트율

증가 폭이 평균 0.04%로 최소 -2.01비트부터 1.33비트까
지 발생했다. 또한 PSNR은 평균 0.01dB 감소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그에 반해 부호화 시간은 평균 62%,
최대 82%의 시간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깊이 영상의 동차 영역에서 대부분의 부호
화 단위가 인트라와 SKIP 모드로 결정이 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고속 깊이 영상 부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합성 영상의 화질과 비트율의 큰 변화
없이 최대 82%의 부호화 시간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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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 모드 결정 알고리즘의 순서도

조기 SKIP 모드로 결정이 되면 인터와 인트라 모드

거치지 않고 SKIP이 최종 모드로서 결정이 된다.
조기 SKIP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인터 2N×2N에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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