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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밝기 변화가 존재하는 영상에서의 부호화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가중치 예측 기술이 제안된다. 종래의 가중
치 예측 기술은 참조 영상 단위로 지원되고 하나의 가중치 예측 계수 세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 밝기 변화가 존재하는 영상에

서만 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가중치 예측을 사용한다. 제안한 방
법의 실험 결과는 기존 기술 대비 BD-rate 기준으로 최대 –10.2%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며 인코더의 복잡도는 163%, 디코더의 복잡
도는 약 101% 변화가 존재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weighted prediction scheme is proposed to improve the coding efficiency for video scenes containing 
brightness variations. Conventional weighted prediction is applied by the reference picture and use only one weighted parameter 
set. Thus, it is only useful for GBV(Glabal Brightness Vari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proposed algorithm use three 
kind of schemes depending on situ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maximum coding efficiency gain of the proposed method 
is up to 10.2% in luminance. Average computional time complexity is increased about 163% in encoder and about 101% in 
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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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영상의 부호화에서는 언제나 전송되는 데이터양과 화

질의 trade-off가존재하는데이러한문제는다양한예측을
통하여 차분 신호의 에너지를 줄이고 양자화 오류를 줄임

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의 해상도가 점점 높아
지고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종래의 방식으로는

정확한 예측, 높은 효율의 부호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졌
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 단체인 ISO/IEC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과 ITU-T VCEG 
(Video Coding Experts Group)은 2010년 4월 CFP(Call for 
Proposal)단계를 거쳐 JCT-VC(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를 설립하였고 약 3년간의 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새로운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265/MPEG-H)[1]를 제정하였다. HEVC에서는
이전 표준과 비교하여 복잡하고 정교한 예측 방법들이 포

함되었으며 그 중, 화면 간 예측에서는 AMP(Asymmetric 
Motion Partition), Merge와같은 모드가추가되었다. 화면
간예측은, 현재영상과참조영상간의움직임정보를이용
하여 예측을 하는 방식이며 영상의 부호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영상과 참조 영상 간에
밝기 변화가 존재한다면, 밝기변화가존재하지않는 경우
와 비교하여 더 많은 차분 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
우, 영상의품질을유지하기위해서는전송해야되는 데이
터양이증가하게 되고 데이터의양을줄이기 위해서는영

상의 품질을 떨어트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면 간 예측 시, 생성된
예측 블록에 추가적으로 가중치를 주어 밝기 변화를 보상

하는 가중치 예측 기술은 고품질의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HEVC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가중치예측기술을 채택하였다[2][3]. 하지만
이러한방식의가중치예측기술은지역적밝기변화(LBV: 
Local Brightness Variation)이존재하는영상에서는효율이
낮다는단점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4]와
[5]에서는블록마다각각가중치예측계수를유도한후공
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가중치 예측 계수를 영상 전체에

적용하는 하나의 가중치 예측 계수로 선택하며 블록마다

가중치 예측의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비트를 추가하였다. 
이런방식은영상간에 LBV가존재하는경우효율적일수
있지만 fade-in, fade-out 효과와 같은 전체적 밝기 변화
(GBV:Global Brightness Variation)이 존재하는 영상에서
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6]에서는 추가적으로 전송되는 정
보 없이, 현재 블록과 예측 블록에 각각 이웃하는 복원된
화소들을 이용하여 가중치 예측 계수를 유도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이런 방식은 양자화로 인한 에러 값이복원된
화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중치 예측 계수가

유도되지않을수있다는단점이존재한다. [7]에서는부호
화하려는 블록마다 다른 가중치 예측 계수를 유도하여 적

용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전송되어야 되
는 데이터의 양이 극단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8]에서는 효율적인 예측을 위하여 uncovered background
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그림 1은 [8]에서보여주는 un-
covered background의 예시이다. 

그림 1. Uncovered background의 예시
Fig. 1. The example of uncovered background

[2]와 [3]에서는그림 1과같이영상간에존재하는움직
임에 의하여 가려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uncovered back-
ground에의해부정확한 가중치예측계수가 유도될수있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 간에
LBV가 존재하고 GBV, uncovered background가 모두 존
재하는 경우에 대해 효율적으로 가중치 예측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장에서는 HEVC에존
재하는가중치 예측 기술을소개하고, 3장에서는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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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기술의 성능을평가
하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HEVC의 가중치 예측 기술 분석

1. 가중치 예측 계수 유도

가중치예측계수를유도하기위해아래의수식 (1)을이
용하여참조영상마다하나의가중치예측계수세트 와

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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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는현재영상을의미하며 는 가가리키

는 참조 영상을의미한다. 는 정수연산을위한 상수이

며 와 는영상내에서화소의위치,  은반

올림을의미하고과
는 각각현재영상과참조영

상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2. 가중치 예측 기술의 적용 방식

유도된가중치예측계수세트인 와 는은참조영상

단위로 수식 (2)에 적용된다.









 

 




 



  

  
 




 



 

(2)

여기서 와 는각각영상의세로와가로를의미하며, 
는 가중치 예측 계수를 적용한 번째 참조 영상과

현재영상과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를의미하

고, 는현재영상과 번째참조영상과의 SAD를의미
한다. 그외기호는수식 (1)에서설명한것과동일하다. 계
산된 두 SAD값은 수식 (3)과 같이 일정 비율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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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식 (3)을통하여 번째참조영상에서가중치예측기술

이사용되는것으로판단되면 번째참조영상에서화면간

예측을 실행하는 경우, 가중치 예측 계수 와 를 번째

참조영상에서생성된모든예측블록에적용한다. 또한, 가
중치예측기술이사용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면가중치예

측계수를적용하지않는다. 여기서 는임계값을의미한다.

Ⅲ. 제안하는 가중치 예측 기술

제안하는 가중치 예측 기술은 현재 영상과 참조 영상을

이용하여기존의가중치예측방식외에 새로운가중치예

측방식이추가된다. GBV 특징을가지는영상을위해기존
의 가중치 예측과 새로운 방식의 가중치 예측이 사용되며, 
LBV 특징을 가지는 영상을 위한 가중치 예측이 추가된다. 

1. GBV를 위한 가중치 예측

현재영상과참조영상간에움직임이존재하는경우 un-
covered background가 발생한다. 이런영역이 포함되어 가
중치예측계수가유도된다면수식 (1)과같이영상의모든
화소들을 이용하는 방식 특성상, uncovered background에
의한 오류가 가중치 예측 계수에 포함되어 부정확한 가중

치 예측 계수가 유도될 수 있다. 따라서 uncovered back-
ground를포함하여움직임이존재하는영역전체를추출하
고 그외 영역을나머지하나의영역으로구분하여총 2개
의영역으로나눈후, 각영역마다가중치예측계수를유도
하여 uncovered background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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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설명한다. 수식 (1)~(3)을이용하여현재 영상과 참
조영상간에가중치예측이 사용되는것으로 결정 되었다

면 GBV가현재영상과해당참조영상에존재한다고판단
하고, 추가로 영역을구분하여영역마다새로운가중치예
측계수를유도한다. 이때영역은움직임의존재유무로판
단한다. 

1.1 영역 분할
기존의 가중치 예측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영상과 참조

영상 간에 GBV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그림 2
와같이일정한크기를가진다수의블록으로분할한다. 여
기서 N은 분할된 블록의 크기이다.

그림 2. 좌) 참조 영상,   우) 현재 영상
Fig. 2. Left) Reference Picture,  Right) Current Picture

그후분할된각블록마다수식 (4)를이용하여잔차블록
을 생성한다.

    × (4)

여기서 와 는각각현재영상과참조영상에서

분할된 블록이며 는잔차 블록을의미한다. 는참초
영상 인덱스를 의미하고 는 분할된 블록의 인덱스, 과
은 분할된 블록 내부에서 화소의 위치를 의미하며 와

는 수식 (1)에서 유도된 계수들이다. 이렇게 생성된 각

잔차블록마다표준편차를계산하여임계값 보다크다

면 움직임이 존재하는 영역, 작다면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
는영역으로판단한다. 여기서 은실험에의해결정된다. 

아래의 그림 3은 움직임이 구분된 영상의 예시이다. 그림
3의결과영상에서검은색부분은움직임이존재하는것으
로 판단된 영역이며 흰색 부분은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판단된영역이다. 결과영상에서보는것과같이움
직임에의한구분이잘되었음을알수있다. 여기서사용된
영상은 fade-out 효과가 적용된 basketballpass 영상이다.

1.2 가중치 예측 계수 유도
구분된영역에서종래의수식 (1)을수식 (5)로수정하여
가중치 예측 계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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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영역과 움직임이 존재하

지않는영역을나타내는영역의인덱스를의미한다. 그외

그림 3. BasketBallPass 영상. 좌) 0번째 영상, 중) 15번째 영상, 우) 결과 영상
Fig. 3. BasketBallPass sequence. Left) POC is 0, Center) POC is 15, Righ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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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는 수식 (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수식 (5)를 통
하여 현재 영상과 각 참조 영상마다 두 개의 가중치 예측

계수 세트인 (  ,  )와 (  ,  )이 생성 된다.

1.3 적용 방식
PU(Prediction Unit)마다가중치예측인덱스가추가되며

3가지경우를알려준다. 0번은해당 PU에서가중치예측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주며 1번은 움직임이 존재하는 영역
에서 유도된 가중치 예측 계수인  과  이 사용됨을

알려주고 2번은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유도된
가중치 예측 계수인  과  이 사용됨을 알려준다. 그

후 RDO(Rate Distortion Optimization)과정을 통하여 최적
의 인덱스를 선택한다.

2. LBV를 위한 가중치 예측

현재영상과참조영상간에 GBV가존재하지않는것으

로 판단된다면 LBV를위한 가중치예측이 수행된다. 가중
치 예측 계수는 수식 (1)을 통하여 유도되며 PU마다 가중
치예측플래그가추가된다. 0번은해당 PU에서가중치예
측이사용되지않음을알려주며 1번은가중치예측이사용
됨을알려준다. 그후 RDO과정을통하여최적의플래그를
선택한다.

3.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전체 순서도

그림 4는제안하는 알고리즘의전체순서도를나타낸다.
수식 (1)을 이용하여 초기가중치예측 계수를 유도하고

(1st derivation of WP coefficients) 수식 (2)와 (3)을이용하
여 GBV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면(GBV?) 수식
(4)를 이용하여 움직임의 유무(Motion?)로 영상이 구분됨
을 확인하고 구분되지 않는다면 초기 가중치 예측 계수를

이용한 종래의 가중치 예측을 사용한다(WP for GBV). 움
직임의유무로영역이구분된다면수식 (5)를이용하여각

그림 4.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전체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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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마다 가중치 예측 계수를 따로 유도하고(2nd deriva-
tion of WP coefficients) 슬라이스 헤더를 통해 영역마다
유도된계수들을 전송한다. 그후, PU마다가중치 예측인
덱스가추가된다(New WP for GBV). GBV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LBV를 위한 가중치 예측이 수행
된다. 이때사용되는계수는초기가중치예측계수가사용
되며 PU마다 가중치예측 플래그가추가되어가중치 예측
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WP for LBV).

Ⅳ. 실험 결과

실험은 HEVC 버젼1의 마지막 참조 소프트웨어인 HM 
10.0 에 구현을 하였으며, Lowdelay_P의 메인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참조 영상은 1장을 사용 하였으며 실험에 사
용되는 영상들은 GBV와 LBV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Mobisode1과 Mobisode2를 사용하였다. 이 두 영상들을
GBV와 LBV가존재하는장면들로나누어 5개의영상으로
분할하였다. 표 1에이와관련된세부사항들이있다[9]. 
는 3으로설정하였으며그외조건들은 JCT-VC의공통실
험 조건인 [10]을 사용하였다.

sequence 
name Segment Characteristics

Mo1_s1
Scene 1 of Mobisode1 

(WVGA, 832x480, Frame 
178 to 186)

GBV with fade-in from 
white effect

Mo1_s2
Scene 2 of Mobisode1 

(WVGA, 832x480, Frame 
230 to 249)

GBV with fade-in from 
white effect

Mo1_s3
Scene 3 of Mobisode1 

(WVGA, 832x480, Frame 
0 to 29)

LBV with a house at 
the center

Mo2_s1
Scene 1 of Mobisode2 

(WVGA, 832x480, Frame 
42 to 51)

LBV with a person 
turning on a light in a 

room

Mo2_s2
Scene 2 of Mobisode2 

(WVGA, 832x480, Frame 
288 to 299)

LBV with a door clos-
ing

표 1. 실험에 사용된 영상들의 세부 사항들
Table 1. Details of sequences for simulation

표 2는종래의기술인그림 3의 “WP for GBV”만을이용

한가중치예측기술의성능을나타내고있다. 종래의기술
은 GBV가 존재하는 영상에서 높은 성능이 나온다. 
Mo1_s1과 Mo2_s2의 모든 QP에서 Bitrate가 모두 감소하
고 PSNR이두드러지게 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Mo1_s2에서는 BD-rate기준 24%에 달하는
성능 향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LBV가 존재하는 Mo1_s3, 
Mo2_s1, Mo2_s2에서는 Mo1_s1, Mo2_s2과는 다르게 성
능이 미미하고 특히 Mo2_s1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equence 
name QP △Bitrate(kbps) △PSNR(dB) Luminance 

BD-rate(%)

Mo1_s1

22 -201.31 0.01 

- 5.1
27 -236.21 0.01  
32 -119.87 0.06  
37 -58.88 0.01  

Mo1_s2

22 -134.94 0.12  

- 24.2
27 -85.84  0.12  
32 -59.53  0.09  
37 -37.26  0.00  

Mo1_s3

22 0.23  0.00  

- 1.0
27 -0.26  0.02  
32 -1.26  0.00  
37 -0.69  -0.04  

Mo2_s1

22 24.29  -0.03  

1.9
27 -0.82  -0.05  
32 -0.05  -0.05  
37 -3.77  -0.11  

Mo2_s2

22 0.22  0.00  

- 0.3
27 0.10  0.00  
32 0.00  0.00  
37 -0.54  0.03  

표 2. 실험 결과 (HM without WP vs WP for GBV)
Table 2. Result of simulation (HM without WP vs WP for GBV)

표 3은 그림 3의 “WP for GBV” 대비 “WP for GBV 
+New WP for GBV”의성능을나타내고있다. 영상전체에
움직임이 존재하여 대부분의 영상에서 영역 구분이 되지

않는Mo1_s1 의경우종래의가중치예측기술과비교하여
성능차이가거의없음을알수있다. 반면에움직임의구분
이 가능하며 GBV가 존재하는 Mo1_s2의 경우 모든 QP에
걸쳐서 Bitrate가 감소하고 PSNR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움직임을 구분하여 다수의 가중치 예측 계수를 사용하는

기술이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Mo1_s3과 Mo2_s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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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LBV가 존재하지만 밝기 변화가 상대적으로 넓은 지
역에서 일어나서 가중치 예측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움직임의 구분이 가능하며 구분된 각영역마다밝
기 변화가 발생하여 성능 향상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Mo2_s2의경우움직임이구분되지만좁은영역에서만밝
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WP for GBV”와 “New WP 
for GBV”가거의선택되지않으며선택이된경우에도 PU
마다 3개의인덱스를할당하는것때문에효율저하가발생
하게 된다.

sequence 
name QP △Bitrate(kbps) △PSNR(dB) Luminance 

BD-rate(%)

Mo1_s1

22 12.16 0.01 

0.1
27 6.13  0.01 
32 -9.12  -0.03 
37 4.51  0.01 

Mo1_s2

22 -18.37  0.01 

-1.4
27 -3.67  0.02 
32 -1.22  0.01 
37 -0.04  0.00 

Mo1_s3

22 1.30  0.01 

-0.4
27 -1.02  -0.01 
32 0.37  0.04 
37 0.22  0.04 

Mo2_s1

22 -67.30  0.00 

-6.2
27 -35.62  0.05 
32 -16.87  0.04 
37 -7.94  0.10 

Mo2_s2

22 1.40  0.00 

0.3
27 0.10  -0.01 
32 0.14  0.00 
37 0.08  0.01 

표 3. 실험 결과 (WP for GBV vs WP for GBV + New WP for GBV)
Table 3. Result of simulation (WP for GBV vs WP for GBV + New WP for GBV)

표 4는 그림 3의 “WP for GBV” 대비 “WP for GBV 
+New WP for GBV +WP for LBV”의성능을나타내고있
다. Mo1_s1의경우 GBV를가지고있지만 영상전체에걸
친강한 움직임으로인하여, uncovered background에의한
부정확한 가중치 예측 계수가 유도 되어 가중치 예측으로

선택되지않는참조영상들이존재한다. 하지만 GBV가존
재하기 때문에 가중치 예측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발생하게된다. 이런 경우, PU 마다 가중치예측 플래그를
사용하여가중치예측의사용여부를결정하게함으로서상

기언급한경우의손해를최소화할수있다. 대부분의참조
영상에서 GBV를 위한 가중치예측이선택되는 Mo1_s2의
경우 표 3과 비교하여 성능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
며, LBV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Mo1_s3, Mo2_s1, Mo_s3
에서 매우 높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equence 
name QP △Bitrate(kbps) △PSNR(dB) Luminance 

BD-rate(%)

Mo1_s1

22 -86.80 0.00 

-0.6
27 -26.43  0.02 

32 -3.12  -0.01 

37 10.80  0.03 

Mo1_s2

22 -26.59  0.02 

-1.4
27 -0.17  0.03 
32 -3.10  0.00 

37 2.02  0.02 

Mo1_s3

22 -7.57  0.03 

-4.0
27 -6.72  0.03 

32 -2.07  0.03 

37 -1.73  0.02 

Mo2_s1

22 -109.73  0.03 

-10.2
27 -58.94  0.05 

32 -32.26  0.07 

37 -13.80  0.15 

Mo2_s2

22 -2.72  0.00 

-1.1
27 -0.86  0.02 
32 -1.18  0.00 

37 0.58  0.03 

표 4. 실험결과 (WP for GBV vs WP for GBV + New WP for GBV + WP for LBV)
Table 4. Result of simulation (WP for GBV vs WP for GBV + New WP for GBV + WP for LBV)

제안하는알고리즘은가중치예측인덱스혹은플래그가

추가됨에따라그만큼 RDO를더수행하게됨으로인코더
의 복잡도는 증가하게 된다. 표 4의 실험 결과로서 디코더
의복잡도는 101%증가로거의변화가없지만, 인코더의복
잡도는 163%증가하게 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 예측을 이용한 화면 간 예측시에

효율적으로가중치예측계수를적용하는알고리즘을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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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GBV가 존재하는 영상을 위해
2가지가중치예측기술을사용하고 LBV가존재하는영상
을 위해 가중치 예측을 PU마다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HM 참조 소프트웨어의 가중치 예측 알고리즘과 비교시
BD-rate기준 최소 –0.6%에서 최대 –10.2%까지 효율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연구로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휘도성분에서는좋은성능을 보이는방면경우에따라색

차 성분에서는 BD-rate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여주
고있다. 따라서색차성분에서도 BD-rate의손실을감소시
키는 형태로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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