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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효율의 비디오 부호화를 위한 적응적인 인-루프 필터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 단체에서는 영

상의 부호화 후 복원된 영상과 원본 영상과의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 관점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Wiener 필터기반의

post-filter hint SEI 메시지 방법과 블록 기반의 필터 제어 방법 (block-based adaptive filter control, BAFC)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Post-filter hint SEI 메시지 방법은 후처리 필터로서 프레임간의 예측 오차를 줄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BAFC 방법은 기존

H.264/AVC의 디블록킹 필터와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인코더 및 디코더 영역에서 높은 연산 복잡도를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H.264/AVC의 디블록킹 필터와 문맥 기반으로 설계한 인-루프 필터를 적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복잡도를 낮추고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인-루프 필터 방법(Low-complexity adaptive in-loop filter, LCALF)을 제안한다. 실험결과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의 비트 감소를 보이고, 동시에 디코더 영역에서 약 22% 정도의 낮은 연산 복잡도를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in-loop filter to improve the coding efficiency. Recently, there are post-filter hint SEI and 
block-based adaptive filter control (BAFC) methods based on the Wiener filter which can minimize the mean square error between 
the input image and the decoded image in video coding standards. However, since the post-filter hint SEI is applied only to the 
output image, it cannot reduce the prediction errors of the subsequent frames. Because BAFC is also conducted with a deblocking 
filter, independently, it has a problem of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on the encoder and decoder sid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low-complexity adaptive in-loop filter (LCALF) which has lower computational complexity by using H.264/AVC 
deblocking filter, adaptively, as well as show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I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reduced about 22%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Furthermore, the coding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is about 1% better than the BAFC.

Keyword: H.264/AVC, in-loop filter, Wiener filter

Ⅰ. 서 론

비디오 부호화 표준과 관련하여 ISO/IEC SC29 WG11 
(MPEG)과 ITU-T SG16/Q.6 (VCEG) 으로 구성된 Joint 
video team (JVT) 의 주도하에 H.264/MPEG-4 Part 10 
Advance Video Coding (H.264/AVC) 표준이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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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1]. H.264/AVC는 다수의 효율적인 부호화 알고

리즘을 적용함으로써 고효율의 부호화 성능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부호화 기술들을 바탕으로 MPEG
과 VCEG 으로 구성된 비디오 부호화 연합팀 (Joint Colla- 
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Standard Development, 
JCT) 의 주도하에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라 명명된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2][3]. 표준화를 위해 기고된 기술들 중에서 주목받는 것에는

Motion Vector Competition (MVC), Adaptive Interpolation 
Filter (AIF), Adaptive Block Partitioning (ABP), Mode- 
Dependent Directional Transform (MDDT), Adaptive 
Quantization Matrix Selection (AQMS), Post-filter hint SEI 
메시지 (post-filter) 그리고 Block-based Adaptive Filter 
Control (BAFC) 등이 있으며, Key Technology Area 
(KTA) 참소 소프트웨어에 구현이 되어있다

[4-10]. 여러 부호

화 기술 중 BAFC 방법은 H.264/AVC의 디블록킹 필터가

적용된 복원 영상과 원본 영상과의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를 최소화하는 Wiener 필터를 루프 내에 적용

함으로써 주관적 화질뿐만 아니라 객관적 화질을 향상시키

며, 에러 전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BAFC 방법

은 디블록킹 필터와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디블록킹 필터

와 같이 높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디코더의 연산

복잡도 관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리고 기존 H.264/AVC에서는 고화질의 비디오 부호화를

위해 후처리 필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전송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이는 post-filter가 적용되어 있다. Post-filter 방법

은 BAFC 방법과 유사하게 원본 영상과 복원 영상과의 평

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Wiener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

에 높은 효율로 부호화 할 수 있다. 하지만 BAFC 방법과

다르게 루프 내에서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 영

상에 대해서만 필터링하기 때문에 프레임간의 예측 오차를

줄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Wiener 필터를 이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이면서 낮은 연산 복잡도를 가지는 적응적인 인-루프 필

터 (Low-Complexity Adaptive in-Loop Filter, LCALF) 방
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부호화 루프 내에서 동작

하기 때문에 부호화 오차뿐만 아니라 프레임 간의 예측 오

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LCALF는 BAFC 방법

과 다르게 기존 H.264/AVC의 디블록킹 필터와 결합된 형

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BAFC 방법과 비교하여 디코더 영역

에서 더 낮은 연산 복잡도를 가지며, 문맥 기반의 다수의

필터를 적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높은 효율로 부호화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기존 post-filter

와 BAFC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Ⅲ장에서는Ⅱ장에서 분석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자

세히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과의 부호화 효율 및 연산 복잡도를 비교하며, 마
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Ⅱ. 기존의 후처리 및 인-루프 필터 알고리즘

기존 H.264/AVC의 디블록킹 필터는 부호화후 복원된

영상 내에서 블록 경계 간에 발생하는 오차를 줄임으로써, 
프레임간의 에러 전파를 방지하여 주관적 화질과 객관적

화질을 모두 향상시킨다
[11][12][13]. 하지만, 블록 경계에서만

필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블록 내부에 남아있는 양자화 오

차를 줄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1. Post-filter hint SEI 메시지 방법

기존 H.264/AVC에는 고화질의 비디오 부호화를 위해

후처리 필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전송하여, 부호화 효율

을 높이는 post-filter가 적용되어 있다
[8]. post-filter 방법은

원본 영상과 복원 영상과의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Wiener 필터를 사용하여 복원된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post-filter 방법에서는 최적의 Wiener 필터를

얻기 위해 복원된 영상신호 (′)의 자기상관함수 ( ′ ′ )와
복원된 영상신호 (′)와 원본 영상신호 ( )와의 상호상관함

수 ( ′ ) 가 계산된다. 식 (1)은 자기상관함수 ( ′ ′) 를 식

(2)는 상호상관함수 ( ′ ) 를 나타낸다.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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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 두 함수에 대한 식으로부터 자기상관행렬 ( ′ ′ ) 과
상호상관행렬 ( ′ ) 이 각각 유도되며, 최적의 Wiener 필

터 계수 는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 (3)

이와 같이 계산된 최적의 Wiener 필터 계수는 ‘Post-filter 
Hint’라 불리는 SEI 메시지 형태로 디코더에 전송된다. 그
림 1은 post-filter의 인코더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며, 인코

더에서 계산된 필터 정보가 디코더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 post-filter 인코더의 시스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ost-filter encoder.

최적의 Wiener 필터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전송함으로

써 복원된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post-filter 방법은 부

호화 루프 내에서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 영상

에 대해서만 필터링하기 때문에 프레임간의 예측 오차를

줄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 BAFC 방법

BAFC 방법은 루프필터로서 디블록킹 필터 결과에 다시

Wiener 필터를 적용하여 프레임간의 예측 오차뿐만 아니라

부호화 오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10]. BAFC 방법에서는

최적의 Wiener 필터를 얻기 위해 다음 식 (4)에 나타난 목

적함수 ( ) 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계수 () 를 계산한다. 




   


(4)

식에서  와  는 각각 입력 영상과 복원된 영상에

서  에 위치한 화소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이

웃한 위치,     에서의 필터 계수를 나타내며, 이
는 식 (5)에 나타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으로 계산

된다. 즉,  는 post-filter 방법에서와 같이 입력 영상과

복원된 영상의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필터 계수가

된다. 

 


 




    

(5)

하지만,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Wiener 필터를

복원된 영상에 적용하였을 때, 오차가 줄어드는 부분이외

에도 오히려 오차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는 필터링된 영상이 참조 프레임으로 사용될 때 프레임

간에 오차를 전파하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BAFC 방법에서는 블록단위로 필터적용 여

부를 다르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추가정보를 전송하여 프

레임간의 오차전파를 방지하고 부호화 효율을 높인다. 또
한, BAFC 방법에서는 블록의 크기와 필터 플래그와 같은

필터 정보의 양을 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식 (6)과 같은

비트율-왜곡 최적화기법 (Rate distortion optimization)을
적용한다.  

   (6)

  는 입력 영상과 필터링된 영상간의 왜곡 값이고 R 
은 필터 처리를 위해 발생된 비트의 양이다. 그리고 는

양자화 파라미터 값에 따라 결정되는 라그랑지안 파라

미터 값이다. 그림 2는 BAFC 방법의 인코더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In-loop Filter with BAFC’ 블록을 제외

하면 기존 H.264/AVC의 인코더 블록도와 동일한 구조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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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AFC 인코더의 시스템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BAFC encoder 

위 그림에서와 같이 BAFC 방법은 기존 H.264/AVC의
디블록킹 필터가 적용된 결과에 다시 필터링을 수행한다. 
즉, BAFC 방법은 기존 디블록킹 필터와 독립적으로 수행

되기 때문에 디코더 영역에서 높은 연산 복잡도를 갖는 문

제점이 있다. 또한, BAFC 방법은 슬라이스마다 하나의 필

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호화 오차 각각에 대한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부호화 오차마다의 특성

에 최적화된 필터를 각각 설계하고 적용한다면 부호화 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H.264/AVC

의 디블록킹 필터와 Wiener 필터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디코더 영역의 연산 복잡도를 낮추고, 부호화 문맥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1-D 필터를 설계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이

는 적응적인 인-루프 필터 방법을 제안한다. 

Ⅲ. 제안하는 적응적인 인-루프 필터

본 논문에서는 매크로블록 단위의 적응적인 인-루프 필

터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필터링 방법은 H.264/AVC 디블

록킹 필터와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필터 자체의 연산량이

크기 때문에 디코더 영역에서 필터 부분이 차지하는 연산

비중이 전체의 약 60% 정도에 달한다. 또한, 기존 방법에서

는 슬라이스마다 슬라이스 전체에 최적화된 필터를 하나씩

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 내의 모든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크로블록 정보, 부호화된 블록패

턴, 움직임벡터, 정수변환크기 등과 같은 부호화 문맥정보

를 기반으로 부호화 오차와 영상의 특성에 맞게 다수의 필

터 설계를 제안하고, 인-루프 필터 부분에 대한 연산 복잡도

를 낮추기 위하여 기존 H.264/AVC 디블록킹 필터와 문맥

기반의 인-루프 필터를 적응적으로 선택한다. 제안하는 방

법은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디코더 영역에서 더 낮은 연산

복잡도를 보이며, 부호화 실험에서 전체적으로 더 높은 압

축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3. 제안하는 LCALF 인코더의 시스템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LCALF encoder 

제안하는 저복잡도 고효율의 적응적인 인-루프 필터

(LCALF) 방법의 인코더 시스템 블록도는 그림 3과 같다. 
제안하는 방법은 복호화된 영상에 대해서 기존의 H.264/ 
AVC 디블록킹 필터를 사용하는지, 문맥 기반의 적응적 루

프 필터(Context-based adaptive in-loop filter: CALF)를 사

용하는지 매크로블록 단위로 선택한다. 본 장에서는 CALF
를 위한 필터 설계 및 필터 동작 원리는 설명한다.

1. 필터 설계 방법

기존 BAFC 방법은 복원된 영상에 기존 H.264/AVC 디블

록킹 필터를 적용하고 그 결과에 다시 블록 기반의 적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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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루프 필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디코더 영역에서 연산 복

잡도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과 슬라이스마다 최적화된 필터

를 하나씩만 적용하기 때문에 슬라이스 내에서 발생된 다양

한 부호화 오차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연산 복

잡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 H.264/AVC 디블록킹 필터와 문

맥 기반의 인-루프 필터를 적응적으로 사용하는 필터 구조

를 사용하며, 슬라이스마다 발생되는 부호화 오차 특성을 고

려하기 위해 부호화 문맥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필터를 설

계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필터 설계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제안하는 필터 설계 방법
Fig. 4. The proposed filter design method

위 그림과 같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매크로블록 정보, 
부호화된 블록패턴, 움직임벡터, 정수변환크기 등과 같은

부호화 문맥정보를 이용하여 복원된 영상에서 발생하는 부

호화 오차 및 블록킹 오차의 특성을 분류하고 분류된 영역

들에 대해서 각각 Wiener filter를 기반으로 다수의 필터를

설계한다. 이는 제안하는 CALF 방법이 사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디블록킹 필터가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CALF의
필터 설계 시에 디블록킹 필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CALF 방법에서는 최적의 필터를 얻기 위해 다음 식 (7)에
나타난 목적함수   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계수

 를 계산한다. 

 


  



  


  

 (7)

위 수식에서  와  는 각각 입력 영상과 복원된 영

상에서 화소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각각 이웃한

위치   와    에서의 필터 계수를 나타내며, 
이는 식 (8)에 나타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으로

각각 계산된다. 와 는 각각 입력 영상과 복원된 영상의

평균제곱오차를 최소화하는 수평 방향 그리고 수직방향의

필터 계수가 된다. 




 



   




 



   

(8)

표 1은 CALF에 대한 필터 설계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CALF는 크게 수평 방향 필터와 수직 방향 필터 집합으로

구성되며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두개의 필터 집합은

매크로블록 정보, 부호화된 블록패턴, 움직임벡터, 정수변

환크기 등과 같은 문맥정보가 고려된 경계 세기 (Boundary 
strength, BS) 값과 화소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된 세

개의 필터로 구성된다. 필터-(1)은 BS 값이 (0, 1)이고, 화소

위치는 (p0, q0, p1, q1)이다. 필터-(2)는 BS 값이 (2, 3, 4)이
고, 화소 위치는 (p0, q0)이며, 필터-(3)은 같은 BS 조건에

서 (p1, q1) 위치의 화소에 적용된다. 각 필터는 프레임 기

반의 RDO를 통하여 필터의 설계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즉, 항상 6개의 필터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필터

만이 사용될 수 있다. 블록 단위의 on/off는 디블록킹 필터

와 제안하는 문맥 기반 필터와의 RDO를 통하여 결정된다. 
필터 단위에서 off인 필터링 위치에서 대해서는 블록 단위

의 필터가 on이 되어도 필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

블록 경계

세기

(BS)

문맥 기반 적응적 루프 필터 (CALF)

화소 위치
필터 정보

필터링 과정
수평 필터 수직 필터

0, 1 (p0, q0)
(p1, q1) Filter-(1) Filter-(1)‘

필터 단위

on / off
블록 단위

on / off
2, 3, 4

(p0, q0) Filter-(2) Filter-(2)‘

(p1, q1) Filter-(3) Filter-(3)‘

표 1. 제안하는 방법의 필터 설계 내용
Table 1. Filter design description of the proposed method

BS 값은 H.264/AVC 디블록킹 필터에서 필터링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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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LF의 동작 순서도
Fig. 6. Flow chart of the CALF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0부터 4까지의범위를 가지며 값이

클수록 필터링 강도가 높다. 그림 5는 HD급 영상 여섯 개

사용하여네개(22, 27, 32, 37)의 QP에 대한 평균 BS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필터 설계를 위해

BS 값을 (0, 1) 그리고 (2, 3, 4)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필터링강도(약한 필터와강한 필터)와 BS 값의 발생

빈도를 고려한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약한 필터에 해당하

는 BS(1, 2)와 필터를취하지 않는 BS(0)을 하나의 그룹으

그림 5. BS 값의 발생 빈도
Fig 5. Statistics of BS value

로 묶을 경우 발생 빈도가 비대칭적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과 같이 BS 값을 분류하였다. 
제안하는 CALF 필터는 BS 값이 (0, 1)인 경계에서 화소

의 위치에 상관없이 필터링 강도가 약한 필터를 설계하고, 
BS 값이 (2, 3, 4)인 경계에서 블록 경계를 기준으로 첫번

째 화소와 두 번째 화소에 대해 필터링 강도가 서로 다른

필터를 설계한다. 제안하는 필터는 모두 계수 값이 대칭형

태인 1-D 필터이며, 필터 탭 크기는 (5, 7, 9), (7, 9, 11), 
(9, 11, 13) 그룹으로 나누어 설계하여 각 그룹에포함된 세

개의 탭 중 최적의 필터 탭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5, 7, 
9) 그룹에서 필터탭을 결정하는 경우, 5, 7, 9탭크기의 필

터를 모두 설계한 후, 이를 적용하여 비트율-왜곡 관점에서

최적인 필터 탭을 결정하게 된다. 필터 탭 크기를 세 개씩

그룹화한 것은 기존의 BAFC 방법과 공평한 복잡도를 유지

하기 위함이다. 보다 정교한 필터 설계를 위해 기존 BAFC 
방법에서와 같이 필터링 효과가 있는 부분을 이용하여 세

단계의 필터 재설계 과정을 수행하였다. 

2. 필터 적용 방법

제안한 CALF 방법에서는 슬라이스 단위로 수평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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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CALF 시스템의 블록단위 RDO 구조
Fig. 7. RDO structure of LCALF system

수직방향, 두 단계로 나누어 필터링을 진행한다. 두 단계의

필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자세한 필터링 순서는

그림 6과 같다. 
먼저, 영상의 수직 방향 경계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평 방향 필터를 설계 및 적용한다. 수평 방향 필터를

적용한 후 오차가 줄어든 부분 이외에도 반대로 오차가 증

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호화 오차 전파를 방지

하기 위하여 블록단위로 필터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CALF 
방법에서는 필터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식 (9)를 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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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은 n번째 블록( )에 대한 필터 적용 여부를 나타내

는 플래그를 의미한다. 여기서  은 필터가 적용된 영상

이고,  는 입력 영상,  는 복원된 영상이다. 또한, 

CALF 방법에서는 블록의 크기와 필터 플래그와 같은 필터

정보의 양을 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BAFC 방법에서와 같

이 식 (6)과 같이 비트율-왜곡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다. 
수평 방향 필터에 의해 필터 적용 여부가 결정되면, 필터

정교화를 위해 필터가 적용된 블록들을 이용하여 수평 방

향 필터를 재설계한다. 그런후 다시 생성된 수평 방향 필터

를 이용하여 복원된 영상에 필터링을 한 후 블록 단위로

필터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와 같은 필터 재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수평 방향 필터와 블록 단위 필터

적용 여부 정보가 결정된다. 그 다음 CALF는 수평 방향

필터가 적용된 영상에 대해 수평 방향 경계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직방향 필터를 설계 및 적용한다. 수직
방향 필터의 설계 및 적용에 대한 세부 과정은 수평 방향

필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제안하는 CALF 
방법에서는 슬라이스 단위로 최대 6개의 적응적인 필터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부호화 효율을

높이고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블록 단위 필터 적용 여부

결정이외에도 필터 단위의 필터 사용 유무를 결정할 수도

있다. 블록 단위의 on/off 정보는 기존의 BAFC 방법과 유

사하게 8x8, 16x16, 32x32, 64x64 블록 중에 RDO 관점에

서 최적인 필터 적용 블록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진 값인

on/off 정보는 CABAC 를 이용하여압축하고 이를 디코더

로 전송한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H.264/AVC의 디블록킹 필터를 수행

한 이후에 독립적으로 BAFC 필터를 적용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문맥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고효율 필터를 설

계를 위해 디블록킹 필터의 필터링강도 파라미터인 BS 값
을 이용하였다. 그림 7은 LCALF 시스템에서 CALF 방법

과 기존 디블록킹 필터를 블록 단위로 RDO하여 최적의 필

터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문맥정보 기반의 다수의 필터와 기존 디블록

킹 필터를 적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실험결과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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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적응적

보간 필터 (BAFC)
제안하는 LCALF

(5, 7, 9 탭)
제안하는 LCALF

(7, 9, 11 탭)
제안하는 LCALF 
(9, 11, 13 탭)

Coeff. on/off Total Coeff. on/off Total Coeff. on/off Total Coeff. on/off Total

Bigships 0.54 1.59 2.12 0.91 2.74 3.66 1.05 2.9 3.94 1.2 2.9 4.1

Crew 0.54 2.16 2.7 0.81 3.01 3.82 0.95 3.14 4.09 1.09 3.25 4.34

Jets 0.8 2.52 3.32 1.21 5.23 6.45 1.38 5.55 6.93 1.49 5.66 7.15

Raven 0.7 1.91 2.61 1.07 3.59 4.66 1.19 3.46 4.65 1.33 3.53 4.85

평균(%) 0.62 1.87 2.49 0.95 3.35 4.30 1.08 3.47 4.55 1.20 3.54 4.74

표 3. BAFC와 LCALF에 대한 추가전송 비트율 비교
Table 3. Addtitional bitrate comparison between BAFC and LCALF

BAFC 방법과 비교하여 더 낮은 연산 복잡도를 보이는 동

시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호화 효율을 나타낸다.

Ⅳ. 실험 결과 및 토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저복잡도의 적응적인 인-루프 필

터(LCALF)의 부호화 효율과 연산 복잡도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 단체에서 권고하는 조건에 맞추어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이 기존 BAFC 방법보다 부호화

효율과 연산 복잡도 관점에서 더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14]. 

Test conditions Description

Profile High

GOP Structure IPPP

Frame nums. 50 frames

Rate-Distortion Optimization ON

8×8 Transform ON

Entropy Coding Method CABAC

Sequences 720p60 (1280×720) 
(BigShips, Crew, Jets, Raven)

Quantization Parameters QPISlice = 22, 27, 32, 37
QPPSlice = 23, 28, 33, 38

표 2. 부호화 성능 측정을 위한 실험 조건
Table 2. Test condition for coding performance evaluation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 조건은 표 3과 같고, 부호화 실

험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Bjøntegaard Delta Peak 
Signal-to-Noise Ratio(BD_PSNR)[15] 모델을 사용하였다. 
BD_PSNR 모델은 비디오 부호화 표준 단체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비디오 압축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호화 성능

측정도구이다. 제안한 방법은 KTA 참조 소프트웨어 2.2 버
전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KTA 기술인 BAFC 방법의

부호화기와 비교하였다
[16]. 

제안하는 방법은 슬라이스마다 최적의 필터 탭 크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필터탭크기가클수록 필터 성능은좋

지만, 필터 계수에 대한 부호화 비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

호화 오차와 발생 비트를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필터를 선

택해야 한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성능 실험에서는 (5, 7, 
9), (7, 9, 11) 그리고 (9, 11, 13)과 같이 필터 집합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기존 방법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 3은
제안한 LCALF와 기존 방법인 BAFC 방법에 대해 전체부

호화 비트 중 필터에 대한 추가전송 비트의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BAFC 방법의 경우에는 필터에 대한 추가전송 비트의 비

중이 전체부호화 비트의 2.5% 정도를 차지하며, 그 중 필터

계수 정보가 0.6% 이고 필터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1.9%
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안하는 CALF에 대한 추가전송

비트의 전체 비중은 기존 방법보다 작게는 1.5배, 크게는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필터계수 정보와

필터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 비교에서도 제안한 방법이 작

게는 1.5배, 크게는 2배정도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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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에 대한 추가비트 전송 필터에 대한 추가비트 비전송

기존의 적응적

보간 필터 (BAFC)
제안하는 LCALF 

(5, 7, 9 탭)
기존의 적응적

보간 필터 (BAFC)
제안하는 LCALF 

(5, 7, 9 탭)

BD_PSNR
(dB)

BD_Bitrate
(%)

BD_PSNR
(dB)

BD_Bitrate
(%)

BD_PSNR
(dB)

BD_Bitrate
(%)

BD_PSNR
(dB)

BD_Bitrate
(%)

Bigships 0.27 -9.07 0.27 -9.09 0.34 -11.14 0.37 -12.07

Crew 0.46 -16.64 0.47 -17 0.53 -19.07 0.56 -19.83

Jets 0.34 -8.01 0.43 -10.22 0.44 -10.79 0.64 -15.18

Raven 0.88 -20.9 0.91 -21.45 0.98 -22.92 1.09 -25.01

평균(%) 0.49 -13.66 0.52 -14.44 0.57 -15.98 0.67 -18.02

표 5. 추가전송 비트에 따른 제안한 방법의 부호화 성능
Table 5.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by additional information

기존의 적응적

보간 필터 (BAFC)
제안하는 LCALF 

(5, 7, 9 탭)
제안하는 LCALF

(7, 9, 11 탭)
제안하는 LCALF
(9, 11, 13 탭)

BD_PSNR
(dB)

BD_Bitrate
(%)

BD_PSNR
(dB)

BD_Bitrate
(%)

BD_PSNR
(dB)

BD_Bitrate
(%)

BD_PSNR
(dB)

BD_Bitrate
(%)

Bigships 0.27 -9.07 0.27 -9.08 0.27 -9.09 0.27 -9.15

Crew 0.46 -16.64 0.47 -17 0.47 -17.06 0.48 -17.47

Jets 0.34 -8.01 0.43 -10.22 0.45 -10.46 0.44 -10.27

Raven 0.88 -20.9 0.91 -21.45 0.92 -21.36 0.91 -21.23

평균(%) 0.49 -13.66 0.52 -14.44 0.53 -14.49 0.53 -14.53

표 4. 제안된 방법의 부호화 성능
Table 4.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안한 LCALF에 대한 세 가지 실험만을 비교해보면, 필터

그룹의 탭 크기가 증가할수록 필터계수 정보와 필터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필터계수 정보에 대한 비트 증가는 필터 탭크기가 증가하

기 때문이며, 필터적용 여부에 대한 비트 증가는 필터 탭

크기가 증가할수록 필터성능이 좋아짐으로써 필터적용 슬

라이스와 블록단위 필터링을 수행하는 슬라이스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표 4는 제안하는 LCALF에 대한 성능을 보여준다. 기존

BAFC 방법은 KTA 2.2 소프트웨어 대비 BD_Bitrate 관점

에서 약 13.66%의 비트 감소를 보이며, 제안하는 LCALF
는 최소 14.44%에서 최대 14.53% 정도의 비트 감소를 보

인다. 즉, 제안하는 LCALF가 기존 BAFC 방법보다 약 1% 

정도의 비트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필터에

대한 추가전송 비트의 비중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LCALF의 필터 성능이 기존 BAFC 방법보다 더좋음을 간

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5는 추가정보를 제외했을 때 제안

한 방법의 부호화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안한 방법의

부호화 성능 결과 중 필터탭그룹이 (5, 7, 9)인 방법과 기

존 BAFC 방법에 대해서 추가비트를 전송했을 때와 전송하

지않았을 때의 부호화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필터에 대한 추가정보를 전송했을 때는 제안한 방법이 기

존 방법보다 약 0.9% 정도 더 높은 부호화 성능을 보이고, 
필터에 대한 추가정보를 전송하지 않았을 때는 제안한 방

법이 기존 방법보다 약 2% 정도 더 높은 비트 감소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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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루프 필터에 대한 측정시간 (ATS) 디코더 전체에 대한 측정시간 (ATS)

LCALF
(5, 7, 9)

LCALF
(7, 9, 11)

LCALF
(9, 11, 13)

LCALF
(5, 7, 9)

LCALF
(7, 9, 11)

LCALF
(9, 11, 13)

Bigships 39.1 36.97 36.97 22.87 21.58 21.72

Crew 47.1 45.62 45.13 30.61 29.39 29.19

Jets 30.12 27.37 27.83 17.31 15.78 15.78

Raven 34.11 32.32 31.58 21.83 20.4 20.05

평균(%) 37.6075 35.57 35.3775 23.155 21.7875 21.685

표 6. 제안된 방법의 복호화 시간 개선
Table 6. Decoding time saving of the proposed method

인다. 
제안한 LCALF와 기존 BAFC 방법과의 디코더 연산 복

잡도 비교를 위해, 부호화 성능 실험에서와 같이 KTA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였다. 연산 복잡도는 디코더 전체에 대한

것과 인-루프 필터링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
산 복잡도 측정을 위해서 다음 수식 (11)을 이용하였다. 

 




×

(11)

식에서 는 기존 방법에 대한 디코더 및 필터링의

평균 시간을 나타내고, 는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디코더 및 필터링의 평균 시간을 나타낸다. 즉, 수식의 결과

(ATS)는 기존 방법 대비 제안된 방법의 평균적인 필터 수

행 시간에 대한 감소율을 나타낸다. ATS를 측정하기 위해

Core2 Q6600 2.4GHz의 CPU, 2GHz 메모리, window XP 
32비트O/S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산 복잡도는 각

영상마다 비트스트림을 생성하고, 복호화기를 통해 복호화

하면서 소모되는 평균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오차

를 줄이기 위해 각 영상마다 약 100번씩 실험하였으며, 전
체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여 최종측정값으로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인-루프 필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제안하는

LCALF가 기존 BAFC 방법보다 평균적으로 약 35.37%에

서 37.6% 정도까지 연산 복잡도 감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디코더 전체에 대한 결과에서도 제안한 LCALF
가 기존 방법보다 평균적으로 약 21.68%에서 23.15% 정도

까지 연산 복잡도 감소를 나타낸다. 표 6의 결과에서 제안

한 방법의 필터탭 크기가 증가할수록 연산 복잡도가 상대

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 블록단위 필터적용 여부

에 대한 추가전송 비트가 작은 Bigships과 Crew 영상의 복

호시간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많음을 알 수 있다. Bigships
과 Crew의 영상의 경우 블록단위 필터링보다는 상대적으

로 슬라이스 전체에 대한 필터링이 상대적으로 더많기 때

문이다. 반대로 블록단위 필터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전송

비트가 가장 많은 Jets 영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호시간

개선이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법은 부호화 문맥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적응적인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방법보다 더 높은 부

호화 효율을 보이는 동시에 1-D 구조의 필터집합과 기존

디블록킹 필터와의 결합 구조를 통해 기존 BAFC 방법보다

더 낮은 연산 복잡도를 보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낮은 복잡도를 가지면서 고효율의 성능을

보이는 LCALF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부호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부호화 문맥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적응적인 필터를 설계 및 적용하였으며, 디코더 연산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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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소를 위해 기존 디블록킹 필터와 적응적인 선택을 한

다. 실험 결과, 제안한 LCALF 방법은 기존 BAFC 방법보

다 약 1% 정도 비트 감소율을 보이며, 디코더 전체에 대한

복잡도 관점에서 약 22%의 연산 복잡도 감소를 보였다.
향후에는 제안한 방법의 부호화 성능 향상을 위해

QALF(qaudtree-based adaptive loop filter) 방법을 기반으

로 필터링의 on/off 정보를 줄이거나 제안하는 방법의 추가

적인 필터 계수 정보를 줄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경계 세기 값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호화

문맥 정보를 이용하여 정밀도가 높은 알고리즘을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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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 2010년 2월 :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 주관심분야 : 비디오 신호처리, 비디오 압축

심 동 규

- 1999년 2월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1999년 ～ 2000년 : (주) 현대 전자
- 2000년 ～ 2002년 : (주) 바로 비젼
- 2002년 ～ 2005년 : Univ. of Washington
- 2005년 ～ 현재 :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 주관심분야 : 영상신호처리, 영상압축, 컴퓨터 비젼

최 병 두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 2007년 ~ 2008년 : Frauhofer HHI 연구소 방문연구원
- 2009년 :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 2009년 ~ 현재 : 삼성전자 DMC 연구소 멀티미디어 연구팀 책임연구원
- 주관심분야 : 영상처리, 영상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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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조 대 성

- 1994년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1996년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 1996년 ~ 2008년 : 삼성종합기술원 컴퓨팅랩 전문연구원
- 2008년 ~ 현재 : 삼성전자 DMC 연구소 멀티미디어 연구팀 수석연구원
- 주관심분야 : 영상처리, 영상압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