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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 영상 부호화 시 효율적인 부호화를 위해 이웃한 시점 영상의 부호화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영상 간의 최대 시차 정보를 이용하여 부호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방법은 

일반적인 단일 시점 영상의 부호화와 같이 화면 내 참조, 화면 간 참조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웃한 시점의 

영상을 참조하여 부호화 하는 시점 간 참조를 수행한다.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인 HEVC 기반의 다시점 부호화 

방법에서는, 시점 간 참조 시 이미 부호화가 완료된 이웃한 블록으로부터 시차 벡터 (Disparity vector)를 

유도하여 부호화 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이 때 이웃한 블록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시차 벡터가 여러 개일 때, 

최대의 절대값을 갖는 시차 벡터를 선택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1. 서론 

최근, 비디오 압축 국제 표준화 단체인 ISO/IEC 

JCT1/SC29/WG11 MPEG 에서는 2011 년 11월 회의에서부터 

H.264/AVC 에 호환하는 다시점 비디오 및 깊이 영상 부호화 

표준과 HEVC 에 호환하는 다시점 비디오 및 깊이 영상 부호화 

표준화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2012 년 7 월 회의에서부터는, 

HEVC 표준화를 이끌어 온 ISO/IEC 의 MPEG 과 ITU-T 의 

VCEG의 조인트 팀인 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와 같이 JCT-3V (Joint collaborative team on 

3D video)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다시점 컬러 영상 및 깊이 

영상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HEVC 기반의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표준에서는 기존의 

H.264/AVC 기반의 다시점 부호화 표준인 MVC 와 같이 시점 

간 부호화를 위하여 이웃한 시점의 영상을 참조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MVC 가 이웃 시점의 영상을 참조 영상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부호화 효율을 도출해 내었던 

것과 달리, HEVC 기반의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방법은 이웃 

시점의 대응 위치에서 부호화 된 움직임 벡터를 유도하여 

부호화 하는 방법 또한 채택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이웃 시점의 대응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를 시차 벡터라 

정의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대응 위치를 찾기 위하여 

여러 개의 시차 정보가 있을 경우 절대값이 최대인 시차 

정보를 이용하여 부호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3 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제안하는 방법 

서론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인 

HEVC 다시점 비디오 및 깊이 영상 부호화 방법에서는 현재 

부호화 하고자 하는 블록의 위치에 대응되는 참조 시점의 

영상으로부터 움직임 벡터를 유도해 낼 수 있다. 이 때, 참조 

시점에 대응되는 위치를 가리키는 시차 벡터는 같은 시점, 현재 

위치의 깊이 영상으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HEVC 기반의 다시점 비디오 표준화에서는 깊이 영상을 

컬러 영상과 함께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컬러 영상만을 

부호화 하는 것도 표준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깊이 

영상이 함께 입력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차 벡터를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12 년 4 월 스위스 

제네바 회의까지는 컬러 영상과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해 

깊이 영상을 간략히 만들어내어 참조하는 방법이 이용되었으나, 

2012 년 7 월 스웨덴 스톡홀름 회의에서 이웃한 주변 

블록으로부터 시차 정보를 유도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1-2].  

본 논문에서는 현재 부호화 블록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시차 정보를 유도함에 있어, 시차 벡터가 여러 개일 경우 

벡터의 절대값이 가장 큰 최대 시차 벡터를 이용하여 시점 간 

부호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HEVC 의 움직임 벡터를 유도하는 

방법인 Merge 와 AMVP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방법에 모두 적용한다. 현재 HEVC 기반 다시점 

비디오 표준에서 MCP (motion compensated prediction)를 

수행할 때, Merge 의 첫 번째 후보, AMVP 의 첫 번째 후보 

움직임 벡터는 그림 1 과 같이 시점 간 예측을 통해 얻어내는 

움직임 벡터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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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점 간 예측을 통한 움직임 벡터 유도 방법 

Merge 방법 및 AMVP 에서 시차 벡터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주변 블록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며, 주변 블록은 

그림 2 와 같다. 그리고, 주변 블록은 그림 3 과 같이 이웃 

블록이 시차 벡터를 이용해서 부호화 된 DCP (Disparity 

compensated prediction) 블록이거나 그림 1 과 같이 참조 

시점의 영상으로부터 움직임 벡터를 유도한 블록이어야 한다. 

최종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 블록의 이웃 블록이 DCP 

블록인 경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DCP 블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웃 시점으로부터 움직임 벡터를 유도한 

블록의 정보를 이용하여 최대 시차를 결정한다. 이러한 

블록들은 움직임 벡터 유도 시 사용한 시차 벡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 정보 유도가 가능하다. 시점 간 예측 시에 

최대 시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화면 간 참조를 통해 최적의 

움직임 벡터를 찾지 못했을 경우 움직임이 큰 객체의 경우 

큰 시차를 갖는 특성에 의해 시점 간 참조 방법이 선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시점 간 움직임 벡터 예측이 

선택되는 경우는 움직임 벡터의 공간적인 유사성이 떨어지는 

객체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대 

시차를 사용함으로써 부호화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  

               

(a)                          (b) 

그림 2. 시차 정보를 유도하기 위한 주변 블록 (a) 공간적 

참조 블록 (b) 시간적 참조 블록 

 

그림 3. 참조 시점의 영상을 참조한 DCP 블록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현재 JCT-3V 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영상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2 시점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영상과 실험에 사용한 시점은 아래와 같다. 

표 1. 실험 영상의 크기와 시점 

이름 크기, FPS 시점 

Poznan Hall2 

1920×1088 

25fps 

6-5 

Poznan Street 4-3 

GhostTownFly 5-1 

Undo Dancer 5-9 

Kendo 
1024×768 

30 fps 

3-5 

Balloons 3-5 

Newspaper 4-6 

제안하는 방법은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인 HEVC 기반 

다시점 비디오 및 깊이 영상 부/복호화 소프트웨어인 HTM 4.0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 

영상 이름 BD-Bitrate 

Poznan Hall2 -0.79 

Poznan Street -0.21 

GhostTownFly -0.35 

Undo Dancer 0.69 

Kendo -0.99 

Balloons -0.23 

Newspaper -0.38 

Average -0.32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비트를 절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영상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대체로 비트 절약이 있었으며, Kendo 영상의 경우 0.99%의 

성능 향상을 도출하였다. 전체 영상에 대하여 평균 0.32%의 

비트를 절약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웃 시점의 움직임 벡터를 유도하기 위해 

시차 벡터를 사용할 때, 많은 후보들 중에서 절대값이 최대인 

시차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평균 약 

0.32%의 비트 절감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3 시점에 대한 

연구 및 비트를 더욱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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