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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차세대 비디오 코덱 기술로써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는 영상 내 지역적 밝기 보상 기술은 다수의 광원이 존재하는

영상 내다른 영역 마다, 다른 밝기 변화 정도를 보상해주기 위한 방법이다. 상세하게는, 현재 CU의 주변 화소와 예측 블록의

주변 화소를 이용한 보상 계수를 계산하여 현재 CU의 예측 화소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 때, 보상 계수를 구하기 위한

현재 CU와 예측 블록의 주변 화소들을 서브 샘플링함에 있어서, 현재 CU의 크기에 따라서 서브 샘플링율을 차등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한다.

1. 서론

최근 고해상도 및 고화질 영상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영상 압축 부호화 표준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T의 VCEG과 ISO/IEC의 MPEG은 2015년 10월 두 그룹

의 공동그룹 JVET(Joint Video Exploration Team)을 결성하고 차세

대비디오코덱기술(FVC: Future Video Coding) 개발을 위한활발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FVC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 내 전

체적 밝기 변화 보상을 위한 종래의 기술인 가중 예측 방법을 보완하

기 위하여 지역적 밝기 보상(LIC: Local Illumination Compensation)

방법이 차세대 표준을 위한 기술로써 논의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IC 파라미터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CU와 예측 블록 주변 화소의

서브 샘플링율을 블록 크기에 따라 차등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능 변

화를 살펴본다.

2. LIC
영상 내 지역적 밝기 변화를 선형 모델에 기반하여 예측 화소에

보상해주기 위한기술로써, CU(Coding Unit) 단위로 LIC 기술이 적용

이 될지 말지 RDO(Rate-Distortion Optimization)를 통해 판단된

다.[1]

2.1 LIC 파라미터 유도 방법
LIC 파라미터 α, β는 현재 CU 주변 화소와 예측 블록 주변 화소

간 상관성을이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유도한다. 수식 (1)은 α, β를구

하는 식이고, N은 화소의 개수, x는 예측 블록의 주변 화소, y는 현재

CU의 주변 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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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IC 파라미터 유도를 위한 화소 범위와 서브 샘플링율
현재 CU의 주변 화소와 예측 블록 주변 화소는 각 1/2 단위로 서

브 샘플링되어 LIC 파라미터를유도한다.[1] 그림 1은 현재 CU가 8x8

일 때 현재 CU 주변 화소와 예측 블록 주변 화소의 서브 샘플링 예시

를 나타낸 것이다.[1]

그림 1. 현재 CU와 예측 블록의 주변 화소 서브 샘플링

3. 실험 결과

표 1은 각 실험 별 CU 크기에 따른 서브 샘플링율을 설정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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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크기
실험 별 서브 샘플링율

실험 1 실험 2 실험 3
8x8 1 1/2 1/2
16x16 1 1/2 1/2
32x32 1 1/2 1/4
64x64 1 1/4 1/4
128x128 1 1/4 1/8
256x256 1 1/4 1/8

표 1. 실험 별 CU 크기에 따른 서브 샘플링율

실험 조건은 Random access 메인 프로파일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영상은 HM 참조소프트웨어의공통 실험조건[2]의 명시된 클래스별

영상 1개씩 50장을 실험하였다. JEM 1.0 참조 소프트웨어에서 CTU,

TU 크기의 확장 기술과 LIC 기술을 제외한 다른 기술들의 동작은 하

지 않는다.

클래스 실험 영상 Y U V

B BasketballDrive -0.20% 0.41% -0.08%
C BasketballDrill -0.11% -0.41% 0.07%
D BasketballPass -0.05% -0.41% -0.55%
F SlideEditing -0.40% -0.35% -0.35%

종합 -0.19% -0.19% -0.23%
인코더 복잡도 104%

표 2. 실험 1의 BD-Rate 및 인코더 복잡도

클래스 실험 영상 Y U V

B BasketballDrive -0.04% 0.19% 0.09%
C BasketballDrill -0.06% -0.30% -0.07%
D BasketballPass 0.01% -0.28% -0.11%
F SlideEditing -0.18% -0.11% -0.10%

종합 -0.07% -0.52% -0.05%
인코더 복잡도 97%

표 3. 실험 2의 BD-Rate 및 인코더 복잡도

클래스 실험 영상 Y U V

B BasketballDrive -0.02% 0.28% 0.33%
C BasketballDrill 0.15% -0.29% 0.17%
D BasketballPass -0.08% -0.36% 0.09%
F SlideEditing -0.27% -0.30% -0.29%

종합 -0.06% -0.17% 0.08%
인코더 복잡도 95%

표 4. 실험 3의 BD-Rate 및 인코더 복잡도

표 2∼4를 통하여현재 CU 크기에 따라서 주변 화소 서브 샘플링

율을제어하는 것이전반적인 BD-rate 향상에영향을끼치는것을 확

인할수 있었다. 실험 1에서는 Y 성분에서평균 0.19%, U, V 성분에서

평균 0.21%의 BD-rate가 향상되었지만 인코더 복잡도는 약 4% 증가

하였고, 실험 2, 3에서는 Y 성분에서 평균 0.065%, U, V 성분에서 평

균 0.33%의 BD-rate가 향상되고 인코더 복잡도 또한 3∼5% 가량 감

소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LIC를 위한 주변 화소 서브 샘플링율에 따른 성능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재 CU와 예측 블록 주변의 모든 화소들을 이용

할 경우, BD-rate는 평균 0.2% 가량 상승하지만 그에 따른 계산 복잡

도가 소폭 증가함을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CU의 크기가 클수록 현

재 CU와 예측 블록 주변 화소들의 서브 샘플링율을 낮추면 성능에는

종래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인코더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실험 2, 3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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