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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HEVC의 프레임 간 예측 (inter prediction)을 위한 해시 

기반 정수 단위 움직임 탐색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해시 기반 탐색은 전처리 단계와 움직임 벡터 탐색의 2단계로 구성된다. 

전처리 단계는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블록들을 

해시 테이블의 하나의 버켓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분류한다. 움직임 

벡터 탐색 단계는 해시 테이블에서 현재 블록과 동일한 해시 키를 가진 

버켓을 선택한 후, 그 버켓 안에 있는 블록들 중에서 RD cost가 가장 

낮은 블록을 찾는다. 따라서 탐색 복잡도와 탐색 성능은 해시 함수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몇 개의 해시 기반 움직임 벡터 탐색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는데, 

그들은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첫째, 입력 영상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그 결과 탐색 복잡도가 입력 영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둘째, 대부분의 움직임 벡터가 현재 블록의 AMVP 주변에서 

선택됨에도 불구하고, 참조 영상 안에 있는 모든 참조 블록을 탐색에 

사용한다. 즉, IME 검색 범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셋째, 

HEVC에서 허용되는 모든 PU 유형에 대해 해시 기반 검색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2Nx2N PU에만 

적용된다.   

제안된 해시 기반 탐색 알고리즘은 이러한 제약사항을 완화하였다. 

첫째, CTU 단위 가변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 영상과 무관하게 

탐색 복잡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Product Quantization 

(PQ)을 기반으로 입력 영상의 데이터 분포에 적합한 해시 키의 길이와 

해시 함수 구성을 갖는 해시 함수를 찾는다. 그리고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 CTU와 비슷한 통계를 가지는 이전 

CTU를 찾은 후, 그 CTU에서 사용한 해시 함수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사용한다. 둘째, 해시 테이블은 참조 블록이 속하는 CTU의 주소를 

기반으로 CTU 단위로 생성된다. 그리고 움직임 벡터 탐색 단계에서 

AMVP 주변의 CTU들만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해시 기반 검색은 검색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8x8보다 작은 

PU의 탐색으로 제한되고, 8x8보다 큰 PU를 검색하는 것은 하위 PU의 

해시 기반 검색 결과를 사용하여 현재 블록의 검색 후보를 찾는 상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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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사용한다. 그리고 제안된 알고리즘은 4x4 블록 단위로 해시 

키를 생성한다. 그래서 하나의 PU 내의 모든 4x4 블록에 대해 해시 

키를 만들고, 이 해시 키들 중 하나와 동일한 해시 키를 갖는 모든 

블록을 탐색과정에서 사용한다. 그 결과 해시 기반 탐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PU 

탐색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결과 제안하는 탐색 알고리즘은 참조 알고리즘 대비 낮은 탐색 

복잡도를 가지면서 입력 영상과 무관하게 일정한 탐색 복잡도를 

제공한다. 그리고 카메라 영상과 스크린 영상 모두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 실험에 의하면 1080p 카메라 영상에서 

0.36%의 압축 효율 손실로 전체 탐색 복잡도를 70% 정도 줄일 수 

있고, 720p 카메라 영상은 0.33%의 압축 효율 손실로 복잡도를 40% 

정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1080p 스크린 영상은 0.18%의 압축 효율 

향상과 함께 복잡도를 50% 정도 줄일 수 있고, 720p 카메라 영상은 

0.53%의 압축 효율 향상과 함께 복잡도를 20% 정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프레임 내 예측을 위한 탐색 알고리즘에 

적용한 경우 참조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약 50%의 복잡도로 `1~4%의 

코딩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Screen Contents Coding, 

Integer Motion Estimation, Intra Block Copy, Hash-based Search, 

Learning Hash Function 

학   번 : 2014-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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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1 절 연구의 배경 

 

2013 년 1 월에 4K/8K 고화질 영상의 효과적인 압축을 위한 비디오 

코딩 표준안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버전 1[1]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HEVC는 이전의 비디오 코딩 표준안 

H.264/MPEG-4 AVC [2]과 비교하여 거의 2배에 달하는 압축 성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여러 확장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Range Extension[3], Scalable Extension[4] 

그리고 3D video Extension[5]과 같은 HEVC 버전 1 확장 표준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2016년 1월에 HEVC 버전1을 

개발을 주도한 비디오 코딩 공동 협력 팀 (JCT-VC)에 의해 Screen 

Contents Coding 확장 (이하 SCC)이 개발되었다. [6]  

Integer motion estimation(IME)은 HEVC에서 높은 압축 성능을 

얻기 위한 프레임 간 예측 (inter prediction)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코딩 도구로, encoder 전체 연산 복잡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IME는 움직임 벡터의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참조 영역 안에 있는 참조 

블록 중에서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PU에 가장 가까운 참조 블록을 

찾는다. HM 참조 소프트웨어에 채택된 test zone search (TZS) 

알고리즘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IME 알고리즘으로, 다이아몬드 탐색과 

선택적으로 raster 탐색을 사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그러나 

TZS는 카메라 영상 내의 물체의 작은 움직임은 효과적으로 찾지만,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의 움직임은 잘 찾지 못한다. 그리고 스크린 

영상의 압축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카메라 영상과 달리 스크린 

영상들은 하나의 프레임 내에서 동일한 패턴의 반복, 물체의 날카로운 

모서리, 수평/수직방향으로의 긴 움직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TZS는 이러한 특징들을 탐색 과정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카메라 영상과 스크린 영상의 효과적 압축을 위하여 최근에 해시 기반 

탐색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탐색 복잡도가 입력 영상에 따라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입력 영상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그 결과 탐색 

복잡도가 일정 하지 않다. 둘째, 현재 블록의 AMVP 주변에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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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벡터가 선택됨에도 불구하고, 참조 영상 안에 있는 모든 참조 

블록을 탐색에 사용한다.  그 결과 탐색 과정에 불필요한 연산이 많고, 

TZS 보다 탐색 복잡도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입력 영상에 관계없이 일정한 탐색 복잡도를 가지면서, TZS 

보다 더 적은 탐색 복잡도를 가지고 카메라 영상과 스크린 영상 모두의 

압축에 효과적인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 1.2 절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해시 기반의 하이브리드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 탐색 

알고리즘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탐색 복잡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CTU마다 해시 

함수를 선택적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Product Quantization 

(PQ) 기반의 해시 함수를 채택하였고,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입력 영상의 

분포를 기반으로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시 

함수를 찾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CTU와 비슷한 통계를 가지는 이전 CTU를 찾은 후, 그 CTU에서 

사용한 해시 함수를 재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블록 내의 모든 4x4 block에 대해서 해시 키를 생성하고, 이 

해시 키 중 하나와 동일한 해시 키를 가지는 모든 블록을 사용하여 

탐색을 한다. 현재 블록이 해시 키의 경계 부분에 위치할 때 발생하는 

해시 기반 탐색의 성능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해시 테이블을 CTU 단위로 생성하여 AMVP 주변의 참조 

블록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한다. 이는 기존에 picture 단위로 하나의 

해시 테이블에 포함되던 데이터를 참조 블록이 속한 CTU의 위치에 

따라 재 분류를 한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움직임 벡터 탐색 단계에서 

AMVP 주변의 몇 개의 CTU의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한 해시 테이블에 

포함된 참조 블록들 중 현재 블록과 동일한 해시 키를 가지는 블록만 

탐색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산이 제거될 수 있다.  

넷째, 현재 블록과의 다른 해시 키를 갖는 AMVP에 바로 인접한 참조 

블록들을 추가로 탐색한다. 영상 내의 물체의 움직임이 클 때 AMVP가 

잘못 예측되는 경우 또는 QP가 큰 경우 현재 블록과 다른 해시 키를 

가짐에도 AMVP 주변에 있는 블록이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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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AMVP 주변의 블록을 추가적으로 탐색한다.  

다섯째, 탐색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움직임 벡터를 찾기 위하여 

해시 기반 검색과 상향식 탐색을 조합한다. 현재 블록의 크기가 

8x8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는 해시 기반 탐색을 하고, 8x8보다 큰 

경우는 상향식 탐색을 한다.  

 

제 1.3 절 공통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수행한 모든 실험들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 다음의 

실험 환경을 따른다. 모든 실험은 HM-16.9+SCM-8.0(HEVC SCC를 

위한 참조 소프트웨어)[8]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성능 측정을 위한 

실험은 SCC를 위한 공통 실험 조건[9]하에서 All Intra (AI), Low 

delay B (LB) 2개의 GOP 구조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영상으로는 

SCC를 위한 공통 실험 조건에서 사용하는 1080p와 720p의 8개의 

스크린 영상과 HEVC 공통 실험 조건에서 사용하는 1080p와 720p의 

8개의 카메라 영상[10]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080p와 720p의 

스크린 영상을 각각 SC(1080p), SC(720p)로 그리고 카메라 영상을 

각각 CC(1080p), CC(720p)로 표기할 것이다. 해당 영상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QP는 22, 27, 32, 37이다.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인한 

압축 효율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Bjøntegaard delta bitrate (BD-

Rate)을 사용하였으며[11], 이 때 Y, U, V 컬러 성분에 각각 6:1:1의 

비율의 가중치를 곱한 뒤 평균을 구하여 영상 전체의 BD-Rate을 

표1.1 실험을 위한 테스트 영상들 

분류 영상의 이름 

SC(1080p) 
sc_console, sc_flyingGraphics, 

sc_desktop, sc_missionControlClip3 

SC(720p) 
sc_map, sc_web_browsing,  

sc_robot, slideshow 

CC(1080p) 
Kimono, ParkScene, Cactus, 

BasketballDrive, BQTerrace 

CC(720p) FourPeople, Johnny, KristenAndSara 

 

 

 

 



 

 4 

구하였다. BD-Rate 측정을 위한 Anchor로는 HM-16.9+SCM-8.0이 

사용되었고, 이 때 SCC를 위한 coding tool들은 전부다 적용하지 

않았다..   

 

제 1.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논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 우선, HEVC 표준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 탐색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수 단위 움직임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소개된다. 카메라 영상을 

위한 탐색 알고리즘, 스크린 영상을 위한 해싱 기반의 탐색 알고리즘 

그리고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상향식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탐색 알고리즘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4장은 탐색 복잡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CTU 단위로 해시 

함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이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설명된다. 

5장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IME 탐색 방법, 특히 여러 개의 해시 키와 

CTU 단위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해시 기반 탐색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6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와 

다른 참고 논문과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7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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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제 2.1 절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HEVC 표준은 코딩 효율, 전송 시스템 통합의 용이성, 데이터 손실 

복원력 및 병렬 처리 아키텍처등의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신의 

비디오 코딩 표준으로, 그림2.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프레임 내 예측 을 

위한 Intra Picture Estimation과 Prediction, 프레임 간 예측을 위한 

Motion Estimation과 Motion Compensation, 예측 블록과 부호화 

블록과의 차이를 코딩하기 위한 Forward/Inverse Transform, Scaling 

& Quantization, 블록 단위의 부호화에 의한 블록 경계면에서의 이미지 

왜곡을 줄이기 위한 Deblocking&SAO Filter 그리고 부호화된 스트림을 

한 번 더 압축하기 위한 CABAC의 5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13] 아래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복호화기에서도 사용하는 모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encoder의 구조는 H.264/AVC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가장 크게 차별되는 특징은 블록 분할 구조이다. H.264는 

부호화의 단위로 매크로 블록(macroblock)을 사용한다. Macroblock은 

16x16 크기의 휘도 샘플과 2개의 채도 샘플로 구성된다. 그래서 intra 

 

그림2.1 HEVC Encoder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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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과 inter prediction의 예측과 transform/scaling/ 

quantization은 이 macroblock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림2.2는 H.264/AVC의 매크로 블록의 블록 분할 구조로, Intra 

prediction의 경우는 16x16/8x8/4x4 3가지 크기로 나누어지며, Inter 

prediction은 16x16,16x8,8x16,8x8의 4가지 크기로 나누어진다. 이 

때 8x8 블록을 sub-macroblock이라고 하는데, 4개의 sub-

macroblock 은 다시 8x8/8x4/4x8/4x4로 추가적으로 분할 될 수 있다. 

한편 transform은 8x8과 4x4 2가지 크기를 가진다. 그러나 prediction 

블록과 transform 블록은 강한 의존성(dependency)이 있어서, 실제로 

가능한 조합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Inter Prediction 모드에서 적어도 

하나의 sub-macroblock이 분할되면 하나의 Macroblock 안에 있는 

모든 블록은 4x4 transform Block을 가져야 한다.   

한편, HEVC는 블록 분할과 부호화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하여 CTU, 

CU, PU 그리고 TU의 4가지 블록 개념이 도입되었다. Coding Tree 

 

그림2.2 H.264/AVC의 매크로 블록의 블록 분할 구조 

 

 

 



 

 7 

Unit(CTU)는 H.264/AVC의 macroblock의 집합으로 16x16, 32x32, 

64x64 3가지 크기를 가진다. CTU의 크기는 프레임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압축 성능을 고려하여 64x64의 크기를 사용한다. 

다만, CTU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부호화 복잡도가 지수적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부 실시간 응용에서는 이 크기를 64x64가 아닌 더 작은 

크기로 제한하기도 한다.  

Coding Unit(CU)는 H.264/AVC의 macroblock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Coding 단위이다. CU는 CTU의 크기와 같거나 작으며, 그 

크기는 64x64,32x32,16x16,8x8 4가지 하나 가능하다. 그리고 CTU 

내의 각 CU들의 크기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CTU에 여러 

크기의 CU들이 존재할 수 있다. 만약 CTU의 크기가 64x64이면, 그 

CTU안에는 아래 그림2.3의 (a)과 같이 2개의 32x32 CU, 6개의 

16x16 CU 그리고 8개의 8x8 CU로 분할될 수 있다. CTU 내의 이 

CU들의 처리 순서는 아래 그림2.3의 (b)와 같이 깊이 우선 

탐색법[14]을 따른다.   

하나의 CU는 다시 하나 이상의 Prediction Unit(PU)와 Transform 

Unit(TU)로 구성될 수 있다. PU는 아래 그림2.4와 같이 intra 

prediction의 경우 2Nx2N과 NxN의 2가지, inter prediction의 경우 

2Nx2N, 2NxN, Nx2N, NxN, 2NxnU, 2NxnB, nLx2N 그리고 nRx2N의 

8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여기서 N은 CU의 크기의 1/2에 해당하는 

크기로, 16x16의 경우에 N은 8이다. HEVC에는 PU의 형태에 대한 

2가지 제약이 있다.  하나는 CU가 8x8이 아닐 때 PU의 형태는 intra 

prediction은 2Nx2N의 1가지만, inter prediction은 NxN을 제외한 

7가지만 가능하다. 이는 불필요한 PU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2.3 64x64 CTU의 블록 분할과 각 CU의 부호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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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32x32 CU의 NxN PU와 16x16 CU의 2Nx2N PU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CU가 8x8이고 inter 

prediction인 경우에 부호화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2Nx2N, 2NxN, 

Nx2N의 3가지 PU만 가능하다. 

TU는 4x4/8x8/16x16/32x32의 4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CU의 

크기보다 같거나 작다는 제약만 있을 뿐, 하나의 CU안의 PU와 TU의 

크기 및 형태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  

 

.   

 

 

그림2.4 HEVC에서 하나의 CU에서 가능한 PU 분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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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절 정수 단위 움직임 탐색 문제  
 

일반적으로 프레임 간 화면 예측 모드를 찾기 위한 탐색 알고리즘은 

탐색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정수 단위 움직임 추정 (Integer Motion 

Estimation)과 소수 단위 움직임 추정 (Fractional Motion 

Estimation)의 2단계로 구성된다. 그 결과 프레임 내 블록 참조 모드를 

위한 움직임 벡터를 찾는 문제와 프레임 간 화면 예측 모드에서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를 찾는 문제는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를 찾는 문제는 움직임 벡터의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참조 영역 안에 있는 참조 블록 중에서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PU에 가장 가까운 참조 블록을 찾는 문제이다. 그림2.5은 정수 

단위 움직임 추정에 대한 예로, 오른쪽 그림의 탁구공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을, 왼쪽 그림의 탁구공은 참조 영역 안에서 

찾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에 가장 가까운 블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 탁구채 위의 검은 사각형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과 동일한 위치를 나타내며, 이 사각형과 탁구공 사이의 

화살표가 움직임 벡터가 된다.   

비디오 코딩에서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를 찾는 문제를 아래와 같이 

최적화 문제로 치환하여 푼다[15].  

 

AMVP))-R(mvλ(SAD minimize   (2-1) 

 

 

 

그림2.5 정수 단위 움직임 추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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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에서는 SAD는 Sum Of Absolute Difference의 약자로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C)과 참조 블록(R)과의 luminance pixel 값의 

차이의 절대값의 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W와 H는 각각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의 Width와 Height를 의미한다.   

 


 


H

0i

W

0j

ijij RCSAD

 

(2-2) 

 

Mv는 움직임 벡터를 AMVP는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or의 

약자로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구하는 움직임 벡터 예측 

값이다. 그리고 R(mv-AMVP)는 움직임 벡터의 차분 값을 전송하기 

위한 Bits의 길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λ는 Lagrange multiplier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6] 

 

12)/3(QP

k 2ωαλ



 

(2-3) 

 

위 수식에서 α는 아래와 같이 부호화하려는 Frame이 다른 

Frame에서참조 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FrameB는 GOP의 크기 – 1이다.  

 



 


pic. referenced-nonfor 1.0

pic. referencedfor Frame#5,0.05clip3(0,0.-1
α B)

 (2-4) 

 

그리고 kω 는 표2.1에서와 같이 Slice Type과 Reference 여부 그리고 

GOP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표2.1 HEVC에서 λ 계산시 사용하는  값 

k SliceType Referenced  

0 I - 0.57 

1 GPB 1 RA: 0.442 , LD: 0.578 

2 B / GPB 1 
RA: 0.3536*Clip3(2.0,4.0,(QP-12)/6.0) 

LD: 0.4624*Clip3(2.0,4.0,(QP-12)/6.0) 

3 B 0 RA: 0.68*Clip3(2.0,4.0,(QP-12)/6.0) 

 

 

 

 

kω

k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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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절 프레임 내 블록 참조 모드  

 

프레임 내 블록 참조는 SCC에 추가된 부호화 모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모드로, 현재 압축하려고 하는 블록과 동일한 프레임 

내의 다른 블록을 참조 블록으로 사용하여 현재 블록을 부호화하는 

모드이다. 그림2.6은 프레임 내 블록 참조 모드에서 부호화 블록, 참조 

블록 그리고 움직임 벡터의 관계를 보여준다. 부호화 블록은 현재 

부호화하는 CU의 8가지 PU 중 하나를 의미한다.  

참조 블록은 PU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블록으로, 같은 프레임 

내에서 이미 부호화가 끝난 블록들 중 하나이다. 움직임 벡터는 부호화 

블록에서 참조 블록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차원벡터이다.    

사실 프레임 내 블록 참조 모드는 표2.2와 같이 부호화 블록과 같은 

프레임 내의 다른 블록을 참조블록으로 사용한다는 점과 정수 단위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의 프레임 간 화면 예측 

모드와 동일하다.  

프레임 내 블록 참조 모드는 정수 단위의 움직임 벡터만 사용하기 

CB 부호화 블록

P

참조 블록

움직임 벡터

 

그림2.6 IBC모드에서 부호화 블록, 참조 블록 그리고 움직임 벡터의 관계 

 

 

 

 

표2.2 프레임 내 예측과 프레임 간 예측 모드의 비교 

  프레임 내 예측 모드  프레임 간 예측 모드 

CU 형태 Inter Coding Inter Coding 

PU 형태 8 가지 형태 8 가지 형태 

움직임 벡터 有 有 

벡터 정밀도 정수 단위 1/4 픽셀 단위 

참조 프레임 현재 부호화하는 프레임 이미 부호화가 끝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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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서 움직임 벡터 전송 또한 정수 단위로 한다. 그래서 RDO 계산시 

MVD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표2.3은 프레임 내 예측과 프레임 간 

예측에서의 MVD 계산 방법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으로 프레임 간 

예측에서 MV는 1/4 pixel 정밀도를 가진다. 그래서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에 4를 곱하여 1/4 pixel 정밀도로 움직임 벡터를 변환한 다음에 

AMVP와의 거리를 기반으로 MVD를 계산한다. 반면에 프레임 내 

예측에서는 MV는 integer pixel 정밀도를 가지며, MVD 계산에 

사용하는 AMVP 또한 정수 단위로 변환된 값을 사용한다.  

 

 

 

 

  

표2.3 프레임 내 예측과 프레임 간 예측의 MVD 계산 방법 

 프레임 간 예측 프레임 내 예측 

MVD 계산 방법 |MVi-AMVPi| |(MVi<<2)-AMVPf| 

 * MVi :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  

* AMVPi : 정수 단위 AMVP와 

* AMVPf : 1/4 Pixel 단위 A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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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절 스크린 영상의 특징 

 

그림2.7는 스크린 영상의 예로 일반적으로 스크린 영상은 컴퓨터 

생성 그래픽 또는 컴퓨터 화면 영상을 의미하며, 텍스트가 포함된 

카메라 영상 또는 웹 브라우저 내에 포함된 카메라 영상과 같이 스크린 

영상과 카메라 영상이 결합된 영상 또한 넓은 의미에서 스크린 영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그림2.8은 카메라 영상의 예로, 일반적인 비디오 영상이다.  

스크린 영상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던 카메라 영상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림2.7 스크린 영상의 예 

 

 

그림2.8 카메라 영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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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날카로운 모서리 (Sharp Edge): 일반적으로 카메라 영상은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잡음을 줄이기 위하여 부드러운 처리 

(Smoothing)를 한다. 그 결과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프레임 내 예측 (Intra Prediction)의 경우 

Smoothing Filter를 사용하여 참조 픽셀들을 Smoothing 처리 한 

후에 이를 이용해서 예측을 수행한다. 그 결과 Sharp Edge를 가진 

스크린 영상은 기존의 Intra Prediction 모드를 이용하여 잘 예측이 

되지 않는다  

 

② 수평/수직 방향으로의 긴 움직임(Horizontally/Vertically long 

motion): 스크린 영상은 간헐적으로 수평/수직 방향으로의 긴 

움직임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웹 페이지 탐색을 하면서 스크롤 

하는 경우이다.  

 

③ 반복되는 패턴 (Repeated Pattern): 스크린 영상에는 같은 프레임 

내에 동일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동일한 문자가 

하나의 화면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 

 

④ 단순한 색 구성(Simple color composition): 일반적으로 컴퓨터 

작업 화면은 화려하지 않다. 단지 몇 가지 색상만을 가지고 표현이 

된다.  

 

스크린 영상의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화면 간 움직임 벡터 

탐색과 프레임 내 블록 참조 모드 탐색 이런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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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절 정수 단위 움직임 탐색에 대한 이전 연구들 
 

탐색 영역내의 모든 참조 블록을 하나하나 다 테스트하는 전체 탐색 

(Full Search) 알고리즘은 global optimal solution(즉, 탐색 영역 내에서 

Cost가 가장 작은 참조 블록)을 찾을 수 있지만, 상당한 양의 연산양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속 블록 

매칭 알고리즘((BMA)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2-D logarithmic 

search (LOGS) [17], three-step search (TSS) [18], conjugate 

direction search (CDS) [18], cross search (CS) [19], new three-

step search (NTSS) [20], four-step search (4SS) [21], block-

based gradient descent search (BBGDS) [22], diamond search (DS) 

[23], cross-diamond search (CrossDS)[24], hexagon search [25] 

등이 있다. 이러한 고속 블록 매칭 알고리즘은 최소한의 탐색 포인트를 

가지고 최적의 모션 벡터를 찾기 위하여 서로 다른 탐색 패턴을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영상의 특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다양한 

탐색 패턴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26-29]. 이러한 탐색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test zone search (TZS)이다. [30-33]. TZS는 

움직임이 단순한 영상에 대해서는 좁은 영역의 탐색 영역만을 사용하여 

빠르게 MV를 찾을 수 있고, 움직임이 복잡한 영상에 대해서는 넓은 

 

그림2.9 Test zone search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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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탐색 영역을 사용하여 MV를 찾는다.  

TZS는 본 논문에서 참조 알고리즘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 TZS는 그림2.9와 같이 first search, raster 

search 그리고 refinement search의 3단계로 구성된다.      

First search는 diamond search 패턴을 사용하며,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중심점 주변의 참조 블록을 선택한다. 이 때 

diamond search의 중심점(Pinit)은 AMVP 리스트에 있는 참조 블록 중

에서 SAD가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한다. AMVP 리스트는 복호기에서 움

직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HEVC 

표준에 명시되어 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그림2.10가 같이 현재 부

호화하고자 하는 블록의 주변의 5개의 PU와 POC 순서로 가장 가까운 

이전 Frame의 같은 위치에 있는 PU(Co-located PU)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대 2개의 MVP를 선택한다. First 

Search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참조 블록에 대한 일련의 Block 

Matching을 한 round라고 하며, 한 round가 끝날 때마다 거리를 2배씩 

늘려가면서 Search를 수행한다. 만약 새로운 round에서 Pmin(현재까지 

찾은 결과 중 RD cost가 가장 작은 블록)보다 더 낮은 Cost를 가지는 

블록을 찾는다면 계속해서 search를 수행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2개의 

추가적인 round에서 Pmin보다 더 낮은 cost를 가지는 블록이 없다면 

First Search를 종료한다. 또한 거리가 search range보다 커지면 역시 

Search를 종료한다.  

First Search가 종료되고 나서 Pmin이 Pinit과 같다면, 즉 first search

의 중심점의 cost가 가장 작다면 TZS를 종료한다. QP 값이 낮은 경우

는 약 50~60%, QP이 큰 경우에는 70~80% 이상이 이 단계에서 종료

된다. 그렇지 않고 Pmin의 거리가 5보다 크다면 새로운 Pinit을 찾기 위하

 

 

그림2.10 AMVP를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적, 시간적 인접 PU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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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raster search를 수행하고, 5보다 작다면 바로 refinement search를 

수행한다.  

Raster Search는 전체 Search 영역을 탐색 대상으로 사용한다. 그림

2.9의 오른쪽에 있는 패턴처럼 전체 Search 영역을 수평방향으로 1/5, 

수직 방향으로 1/5씩 Sub Sampling 하여 참조 블록을 선택한다. 이미지

에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raster search의 수행 빈도는 약 10~20%

정도이며, 움직임이 많을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마지막 refinement 단계는 first search와 동일한 diamond search 패

턴을 사용한다. 그리고 raster search에 찾은 가장 cost가 낮은 블록의 

위치를 diamond search 중심점으로 사용한다. 또 다른 차이점은 

refinement search는 search range가 2로 제한된다. 즉, 중심점을 중심

으로 주변의 12개만을 탐색한다. 만약 중심점이 가장 cost가 낮으면 

refinement search를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낮은 cost를 가지는 

점을 기준으로 다시 refinement search를 수행하며, 중심점에서 가장 

낮은 cost를 가지는 경우를 찾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TZS는 여러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조건부로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평

균적으로 하나의 PU 당 탐색하는 블록의 개수가 50~200개 정도로 상

당히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 효율은 좋은 편이다. 그 결과 

HEVC와 그 확장 표준의 참조 레퍼런스의 Integer Motion Estimation을 

위한 참조 알고리즘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TZS는 몇 가지 단점이 있

다.  

첫째, worst case 특성이 좋지 않다. Raster search를 수행하는 경우

에 하나의 PU 당 탐색하는 블록의 개수가 700~800개에 달한다. 공통 

테스트 조건에서 TZS의 Search Range는 64로, raster search는 평균적

으로 667(=(1+64*2)^2/25)개의 블록을 탐색하기 때문이다. 물론 

search range를 줄이면 worst case 특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움직임이 

큰 영상에서 압축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높은 

압축 성능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Throughput을 요구하는 실시간 하드웨

어 장치 구현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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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TZS가 하나의 PU 당 탐색하는 평균 블록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하나의 CTU내에서 가능한 PU와 CU의 조합이 무려 593가

지①로 많기 때문에, CTU 기준으로 볼 때 TZS의 연산양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런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HEVC는 64x64 CTU를 쿼드 트리 

방식의 블록 분할을 통하여 8x8에서 64x64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CU로 나누고 이 CU들은 다시 8가지 PU 분할 중 하나로 부호화한다. 

그 결과 하나의 CTU 내의 PU/CU간의 중복 연산이 많다. 실험에 의하

면 TZS의 PU/CU간의 연산의 약 50~60%가 중복이다. 그러나 TZS는 

이러한 데이터 중복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셋째, 스크린 영상에 적합하지 않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스크린 영상

은 카메라 영상과는 다른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TZS는 이러

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스크린 영상에는 빈

번하게 수평/수직 방향으로의 긴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나 TZS의 제

한된 search range로 인하여 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예로

는 스크린 콘텐트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들 수 있다. 픽셀 간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TZS의 raster 패턴에서 잘못된 Initial Point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스크린 영상을 위한 다른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

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압축 성능을 얻지 못한다. 

한편, 스크린 영상을 위한 탐색 알고리즘은 프레임 내 참조 블록 모드

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개발되었다.  

1-D 탐색 알고리즘[34]은 그림2.11에서와 같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블록을 참조 블록으로 사용한다. 그림에서 

CB는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Current Block)을 의미하며, Pk와 

Pn은 1-D 탐색에서 사용하는 참조 블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MVk(0,-k)

와 MVn(-n,0)은 움직임 벡터를 의미한다. 그 결과 탐색 복잡도는 O(w 

+ h)②개의, 입력 영상의 크기와 현재 부호화하고자 블록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현재 부호화하고자 블록이 프레임 내의 최상단의 맨좌측

에 있다면 0개의 참조 블록을 탐색 후보로 사용한다. 반면에 현재 부호

화하고자 블록이 프레임 내의 최하단의 맨우측에 있다 (w + h)개의 참

                                            

① 8x8 CU는 최대 5개의 PU, 16x16/32x32/64x64 CU는 최대 13개의 

PU 조합이 가능하다. 그 결과 64x64 CTU내에는 총 593 (= 64x5 + 

16x13 + 4x13 + 1x13) 개의 PU/CU 조합이 가능하다.  

② w와 h는 각각 그림의 너비와 높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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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블록을 탐색한다. 그 결과 입력 영상의 크기가 1080p HD인 경우 하

나의 PU 당 검색하는 평균 참조 블록의 개수가 약 1500개로 TZS에 

비하여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러나 스크린 콘텐트의 특징 중 하나인 수평

/수직 방향의 긴 움직임과 반복적인 패턴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압

축 성능은 복잡도 대비 아주 좋은 편이다.     

2D 검색 알고리즘[35]은 검색 영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블록을 

참조 블록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full search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인 full 

search 알고리즘과의 차이가 있다면, 탐색 과정에서 exact block 

matching이 있을 경우 조기에 탐색 과정을 종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만 다르다. 2D 검색 알고리즘의 탐색 복잡도는 O (sw * sh)③이다. 2D 검

색 알고리즘은 높은 계산 복잡도 때문에 SCM의 공통 테스트 조건에서 

그림2.12와 같이 탐색 영역을 현재 CTU와 바로 인접한 CTU로만 제한

                                            

③ sw 및 sh는 검색 영역의 너비와 높이를 각각 의미한다. 

CB

MVk (0,-k)
Pk

Pn

MVn (-n,0)

영상의 경계 

탐색 영역

 

그림2.11 1-D 탐색 알고리즘의 탐색 패턴 

CB

MVk 

Pk

Pn

MVn 

현재 부호화하고자는

 하는 CTU의 경계왼쪽 CTU 경계

탐색 영역
 

그림2.12 2-D 탐색 알고리즘의 탐색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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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결과 제한된 검색 영역으로 인해 복잡도 대비 코딩 이득은 상

대적으로 낮다.  

TZS와 비슷하게 영상의 특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다양한 탐색 패턴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중 

[36]은 SCM (스크린 영상을 위한 참조 알고리즘)에 채택된 알고리즘으

로 그림2.13와 같이 fast BV search, 1-D search, 2-D search 그리고 

hashing-based search의 4개의 탐색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프레임 내 

블록 참조 모드를 위한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fast BV ④ 

search는 참조 블록 리스트에 있는 참조 블록들만 탐색하는 방법으로, 

참조 블록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그림2.10과 동일하게 공간적으로 인접한 5개의 PU와 시간적으로 

동일한 Co-located PU의 블록 벡터를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차이

점은 AMVP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인접 PU들의 움직임 벡터와 참

조 픽처를 모두 고려한다. 만약 현재 부호화하고자 블록의 참조 픽

처와 인접 PU의 참조 픽처가 다르면 움직임 벡터 스케링 과정을 통

해서 움직임 벡터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여기서는 움직

                                            

④ BV: Block Vector의 약자로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MV)를 의미한다.  

PU = 64x64 
Y

N

fast BV

search

Y
PU = 32x32  PU = 32x32  

N

1-D 

search

Y
PU = 16x16  PU = 16x16  

N

2-D 

search

N
PU = 8x8  PU = 8x8  

Y

hashing-

based search

PU BV

 

그림2.13 SCM의 프레임 내 블록 참조 모드 탐색 알고리즘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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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벡터만 고려한다. 만약 현재 부호화하고자 블록의 참조 픽처와 

인접 PU의 참조 픽처가 다르면 그 PU의 움직임 벡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같은 CTU내에서 프레임 내 블록 참조 모드로 부호화가 된 PU가 

있을 경우, 그 PU의 움직임 벡터를 최대 2개까지 리스트에 포함시

킨다 [37]. 

 

③  그림2.14와 같이 ○1 , ○2 에 의해서 참조 블록 리스트에 포함된 BV

를 BV1이라고 할 때 BV1에 의해서 참조되는 블록(P1)이 참조하는 

블록(P2)을 가리키는 BV를 Derived BV1라고 하며, 이 Derived 

BV1을 참조 블록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Block Vector Derivation 방

법에 대한 자세한 것은 [38]을 참조한다.  

 

④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의 크기가 8x8인 경우 그 PU를 포함하는 

16x16의 PU의 탐색 과정에서 사용한 Cost가 낮은 64개의 블록 벡

터를 참조 블록 리스트에 포함 시킨다. 이 때 참조 블록 리스트에 

포함된 블록 벡터의 개수가 64개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블록 벡터

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최대 64개까지만 참조 블록 리스트에 포

함시킨다.    

 

Fast BV search는 최대 64개의 참조 블록만을 탐색에 사용하기 때문

에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32x32/16x16/8x8/8x4/ 4x8 5가

지 PU의 참조 블록 탐색에 적용된다. 만약 fast BV search에서 Perfect 

Matching Block⑤을 찾지 못하고 PU의 크기가 32x32 보다 작으면 1-

D search가 추가로 수행된다. 즉, 1-D search는 16x16/8x8/8x4/4x8 

                                            

⑤ SAD가 0인 참조 블록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알고리즘 구현 과

정에서 SAD가 16보다 작은 블록은 Perfect Matching Block으로 분류

한다.   

CB
P1

BV1 

derived BV1

BV2 of P1 

P2

 

그림2.14 Block Vector Derivat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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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PU에만 적용이 된다. 1-D search 패턴은 앞서 설명한 방식과 동

일하다. 그리고 1-D search 과정에서 Perfect Matching Block을 찾지 

못하고 PU의 크기가 16x16 보다 작으면 2-D search가 수행된다. 즉, 

2-D search는 8x8/8x4/4x8 4가지 PU에만 적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2-D search에서 Perfect Matching Block을 찾지 못하고 PU의 크기가 

8x8이면 Hashing-based search가 수행된다. Hashing-based search

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이 알고리즘은 4개의 탐

색 알고리즘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 대비 복잡도는 줄이면서 압축 성

능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

나의 PU당 평균적으로 탐색하는 참조 블록의 개수가 3000~5000개로 

TZS 대비 수십 배 이상 크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해싱 기반의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들이다. 

해싱 기반의 탐색은 압축하고자 하는 영상의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비슷

한 특징을 가지는 블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미리 분류를 한 후에, 탐색 

과정에서 압축하고자 하는 블록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참조 블록들을 

선별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으로, 그림2.15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해싱 기반의 탐색 알고리즘은 크게 테이블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의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테이블 생성 과정은 입력 영상을 전처리 하는 과

정이다. 우선,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 안의 모든 가능한 NxM 

크기의 블록에 대한 해시를 생성한다. 여기서 NxM 크기의 블록은 탐색

하고자 하는 블록의 크기로, 만약 8x8 블록에 대한 참조 블록을 찾기 

위해서 해싱 기반의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NxM은 8x8이 되고, 

1920x1080 HD 입력 영상에 대해서 총 1913 (=1920-8+1) * 1073 

(=1080-8+1) 개의 해시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해시들은 연결 

리스트 기반의 해시 테이블에 저장한다. 연결 리스트 기반의 해시 테이

블은 그림2.16와 같이 해시 테이블이 2n개의 연결 리스트로 구성되며, 

해시 테이블의 각 엔트리는 각 연결 리스트의 헤더 노드로 구성되는 해

시 테이블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의 각 노드에는 참조 블록들

의 위치가 저장된다. 여기서 n은 해시의 길이이다. 그래서 동일한 해시

를 가지는 블록들은 동일한 연결 리스트에 포함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시 테이블 업데이트 과정은 프레임 단위로 수행된다. 그러나 반드시 

프레임 단위로 수행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해시 테이블 업데이트 

과정은 반드시 테이블 탐색 과정보다 앞서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슬라이스나 타일 또는 CTU 단위처럼 더 작은 단위로도 수행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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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테이블 탐색 과정은 PU 단위로 수행한다. 우선, 해시 함수를 이용하

여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의 해시 값을 구한다. 해시 테이블에서 입력 

PU와 동일한 해시를 가지는 참조 블록들에 대한 탐색 목록(연결리스트)

를 가져온다. 탐색 목록의 참조 블록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 부호

화하고자 하는 블록과의 block-matching을 통하여 RD Cost를 계산한

다. 탐색 목록에 있는 모든 참조 블록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고, 그 

중에서 가장 RD Cost가 작은 블록을 찾는다.  

해싱 기반의 탐색 알고리즘은 해시 함수에 따라 성능과 복잡도가 달라

진다. 해시 함수는 해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Randomized 

Hashing과 Locality-Sensitivity Hashing(LSH)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Randomized hashing은 주로 exact search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해시 값의 분포를 Uniform에 가깝게 하여 해시의 충돌을 최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LSH는 주로 similarity search에서 사용되

는 방법으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블록들을 가능하면 같은 해시로 매

해시 함수
해시 

테이블참조
블록매칭

탐색
목록해시

입력 블록

블록
벡터

해시테이블
생성

<테이블 생성 >

<테이블 탐색>
부호화

해시 함수
해시

 

그림2.15 해싱 기반의 탐색 알고리즘의 구조 

입력 

블록

해시
Bk,1 Bk,2

t 번째 연결 리스트
(linked list)

해시 함수

# 엔트리 데이터

k Bk,0

2n-1

해시 테이블

0

n : 해시의 길이 

 

그림2.16 해시 테이블의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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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원하는 데이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만을 검색할 수 있다. LSH는 해시 함수에 따라 복잡도와 탐색 성

능이 달라진다. 그래서 탐색 성능은 가능한 full search와 비슷한 수준으

로 유지하면서 복잡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성능과 복잡도 간의 

균형을 맞추는 해시 함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Randomized hashing을 이용한 대표적 연구로 Cyclic Redundancy 

Check (CRC)[39] 기반의 해시 함수를 사용한 Li의 연구가 있다. 

[40][41]. Li의 연구는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의 각 row에 있는 픽셀 

값을 이용하여 16 bit CRC를 row 단위의 checksum을 구한다. 그리고 

row 단위 checksum을 다시 24 bit CRC를 이용하여 checksum을 

구하고, 그 checksum의 하위 16 bit를 hash 값으로 사용한다. Li의 

방법은 8x8/16x16/32x32/64x64의 4개의 PU 타입에 적용이 되는데, 

해싱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16x16/32x32/ 64x64은 8x8 크기로 

down sampling을 한 후 해시를 만든다. Li의 방법의 탐색 복잡도는 

O(w*h/216)로 낮은 편으로, 1920x1080 HD 입력 기준으로 하나의 8x8 

PU당 평균적으로 약 37개의 참조 블록만을 탐색한다. 그 결과 SCM의 

프레임 간 예측 모드를 찾기 위한 참조 알고리즘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TZS를 대체하기에는 압축 성능이 부족하고 스크린 

영상에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TZS를 보완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TZS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LSH 기반의 대표적 연구로 quantization 기반의 해시 함수를 사용한 

Pang의 연구가 있다 [42][43]. Pang의 연구는 8x8 PU의 프레임 내 참

조 블록 모드를 찾기 위한 탐색 알고리즘으로, 8x8 PU에서 DC와 

Activity의 2가지 feature 값을 추출한 후, 이 feature 값을 

quantization하여 해시를 생성한다. DC는 luminance 픽셀 값의 평균 값

으로, 8x8 PU를 4개의 4x4 subblock 단위로 나눈 후 각 subblock들의 

DC 값을 구한다. 그리고 Activity는 픽셀들의 luminance 픽셀 값의 차

이의 합이다. 아래와 같이 4개의 subblock의 DC (DC0, DC1, DC2, DC3)

의 상위 3bit와 Activity(  G )의 상위 4bit를 조합하여 16 bit 해시 

(h16)을 구한다.  

 

 
(2-5) 

 

} 4]:G[75],:[7DC5],:[7DC5],:[7DC5],:[7{DC h 3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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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g의 연구는 SCM의 프레임 내 참조 블록 모드를 찾기 위한 참조 

알고리즘으로 채택되어 Fast Block Vector Search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하나의 8x8 PU당 평균적으로 약 2000~3000개의 참조 

블록만을 탐색하며, 고정된 해시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 영상의 

특징에 따라 성능과 복잡도가 크게 변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Randomized hashing과 LSH의 2가지 특징을 조합한 

해시 함수 기반의 탐색 알고리즘 또한 있다. Zhu는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의 8 bit DC와 row 방향의 픽셀들의 CRC로부터 구한 8 bit 

checksum(row)과 column 방향의 픽셀들의 CRC로부터 구한 8 bit 

checksum (col)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24 bit hash (h24)를 계산한다. 

[44]  

 

0]}:col[70],:row[70],:DC[7 h24 {  (2-6) 

 

그리고 8x8/16x16/32x32/64x64 4가지 크기의 PU에 적용을 하며, 

Li의 방법과 비슷하게 16x16/32x32/64x64 PU를 8x8 블록 크기로 

down sampling 한 후에 각 PU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한다. Pang의 

방법은 프레임 내 참조 블록 모드를 찾는데 사용하였고, 이후 동일한 

방법을 확장하여 프레임 간 예측 모드를 찾는데도 사용하였다 [45]. 

Zhu의 방법은 프레임 내 참조 블록 모드와 프레임 간 예측 모드에 다 

적용을 했지만, Pang의 방법 대비 비슷한 복잡도를 보이면서 낮은 압축 

성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HEVC에 채택한 쿼드 트리 방식의 PU 분할 구조로 인한 

CTU 단위의 중복 데이터 연산을 제거하기 위한 고속 탐색 모드 결정 

알고리즘들을 알아보자. [46-50]. Bayesian decision rule을 이용한 

고속 CU 크기 결정 방법[46]은 현재 부호화 하고자 하는 CU의 하위 

4개 CU에 대한 SATD ⑥  값을 계산하고, Bayesian decision rule을 

가지고 하위 CU의 탐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약 

1.88%의 BD-rate 증가로 약 40% 정도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ECU[47]는 CU/PU 탐색 과정에서 해당 CU가 Skip 모드로 결정되면 

더 이상 하위 CU의 탐색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복잡도를 줄이는 

                                            

⑥ Sum of Absolute Transformed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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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이 방법은 BD-Rate 감소는 거의 없으면서 복잡도를 

50%정도 줄일 수 있다. FDM[48]은 부호화하고자 하는 CU가 Skip 

모드로 결정되면 더 이상 Merge 모드 탐색을 하지 않도록 하여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CFM[49]은 Coded Block Flag 

(CBF)를 이용하여 부호화하고자 하는 CU의 다른 PU에 대한 탐색을 

조기 종료 시킴으로써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약 40~50%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ESD [50]는 2Nx2N PU에 대한 탐색 결과를 

이용하여 같은 CU의 다른 PU에 대한 탐색을 종료하고 바로 하위 CU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써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앞서 설명한 고속 탐색 모드 결정 알고리즘들은 상위 CU/PU의 탐색 

결과를 이용하여 같은 CU 내의 다른 PU에 대한 탐색이나 하위 CU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한편, 

최근에 상향식 탐색을 이용하여 복잡도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Kim 

[51]은 하위 CU에 대한 탐색을 먼저하고, 하위 CU의 탐색 결과를 

이용하여 상위 CU의 탐색 범위를 제한함으로서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본 논문에서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차용한 

방법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한다.  

그림2.17은 서로 다른 2 개의 depth d, depth d+1에 대한 inter 

prediction의 예이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상위 CU의 움직임 벡터는 

높은 확률로 하위 CU의 움직임 벡터와 일치하거나 그 벡터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상향식 탐색은 하위 CU의 

움직임 벡터와 기존의 AMVP 리스트에 있는 움직임 벡터를 상위 CU의 

탐색을 위한 시작점(TZ Search의 Initial Point)로 사용한다. 

그림2.17의 왼쪽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depth d의 2Nx2N PU의 

 

그림2.17 서로 다른 2 개의 depth d, depth d+1에 대한 inter prediction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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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위한 시작점을 찾기 위하여, depth d+1의 같은 위치에 있는 

4개의 하위 CU의 5개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다. 이 5개의 움직임 

벡터 중 중복을 제거한 2개의 움직임 벡터 (7,4)와 (7,3)이 depth d의 

2Nx2N PU의 탐색을 위한 시작점이 된다. 그러나 상향식 탐색은 하위 

CU의 탐색과 다르게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시작점 주변의 ±1 영역 

만을 탐색한다. 그 결과 1.28%의 코딩 손실로, 85%의 복잡도를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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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하는 탐색 알고리즘의 구조  
 

 

제 3.1 절 문제 정의 

 

 일반적으로 실시간 비디오 인코더의 계산 복잡도는 어느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Ctarget을 IME를 위한 탐색 복잡도의 목표 

값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은 해시 기반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복잡도에 대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코딩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CTU에 대한 해시 기반 검색 알고리즘의 총 연산 복잡도 Ctotal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k k k k

total search buildHT findHF
C  = C  + C  + C   (3-1) 

 

여기서 Csearch, CbuildHT 및 CfindHF는 가능한 모든 크기의 PU에 대한 

IME 탐색, 해시 테이블 작성 및 각 CTU에 대한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연산 복잡도이다. 그리고 Ck는 k 번째 picture의 CTU들의 평균 

복잡도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첨자 k와 j는 입력 영상에서 picture와 

CTU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혼동이 없다면 생략 할 것이다. 

Csearch는 다음과 같이 CTU 안의 모든 PU의 IME에 대한 block-

matching의 횟수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i

search BM i BM
PU  CTU

C  = C * S * N


  
(3-2) 

 

여기서 CBM은 하나의 블록에 대한 block-matching의 연산 

복잡도이고, Si는 CTU의 다양한 크기의 PU를 고려한 8x8 PU에 대한 

연산 복잡도의 scaling factor이다. 예를 들어, 16x16 PU의 Si는 4이다. 

그리고 B, NHT, Nhash-key, Ntotal이 각각 해시 키의 bit의 길이, IME 

탐색에 사용되는 해시 테이블의 수, PU 당 IME 탐색에 사용되는 해시 

키의 수 및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4x4 블록의 개수라고 할 때, best-

matching 블록을 찾기 위한 block-matching의 수는 NBM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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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B2 -1

BM HT hash-key total r c
z=0

N  = N * N * N p (z) p (z)* *
 
  
 
  (3-3) 

 

여기서, pr(z)는 keyref가 z와 같을 확률이고, pc(z)는 keycur가 z와 

같을 확률이다. 

CbuildHT는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연산 복잡도로 다음과 같이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는 블록 수, Ntotal에 비례합니다. 

 

buildHT hashing total
C  = C * N  (3-4) 

 

여기서 Chashing은 하나의 블록에 대한 해시 키를 생성하고, 이를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는데 필요한 연산 복잡도이다.  

마지막으로, CfindHF는 해시 함수를 찾는데 필요한 연산 복잡도이다. 본 

논문의 해시 기반 탐색은 해시 함수로 Product Quantization을 

사용하고, 해시 함수 업데이트를 위하여 K-means clustering을 

사용한다. 그래서 CfindNC, Niteration 및 Bd를 각각 하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에 가장 가까운 중심 값을 찾는데 필요한 연산 복잡도, K-

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의 반복 횟수, 그리고 d 번째 특징 값에 

대한 해시 키의 bit의 길이라고 할 때, CfindHF는 다음과 같다.   

 

d

m
B

findHF findNC total iteration
d=1

C  = C * N * N * 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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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절 탐색 알고리즘의 구조 

 

앞서 언급한 해시 기반의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 탐색 알고리즘은 

크게 2가지 문제점, 즉 입력 영상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탐색 복잡도가 일정 하지 않다는 점과 참조 영상 안에 있는 

모든 참조 블록을 탐색에 사용하여 불필요한 연산을 많이 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림3.1과 아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해시 

기반 검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여기서 기존 해시 기반 검색의 추가 

블록은 음영 처리 된 상자로 표시되었다. 

 

1) 해시 테이블을 생성에 사용할 해시 함수 찾기  

2) 현재 CTU에 대한 해시 테이블 생성하기 

3) 현재 CTU에 대한 IME 수행하기 

 

제안된 알고리즘은 Ctotal을 Ctarget보다 작고 Ctarget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각 CTU에 대한 해시 함수를 찾는다. Ctotal을 추정 할 때, 

현재 CTU에 대한 Csearch, CbuildHT 및 CfindHF는 동일한 Temporal 

Layer에 있는 이전 Picture의 CTU들의 평균값을 그대로 쓰거나 

데이터 학습을 통해 해시 함수를 찾을 지 아니면 이전에 생성한 해시 

함수를 재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임계 값과 해시 키의 비트 길이 

(B)의 차이에 따른 복잡도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된 값을 사용한다. 보다 

 

hjk

NDPB * NCTU

데이터 버퍼

PUSIZE≤8x8

해시기반탐색
BMVP기반
상향식 탐색

YN

IME

hj'(k-1), HTj’(k-1)

hjk, HTjk

h, HT

해시 테이블 생성하기

해시 함수 찾기

CTUjk

Ctarget

mvbest

      
   

 

그림3.1 제안하는 탐색 알고리즘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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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4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현재 CTU에 대한 해시 함수를 결정한 후 현재 CTU에 대한 해시 

테이블이 생성된다. 예를 들어, CTUjk 내의 각 4x4 블록에 대한 해시 

키는 첫번째 단계에서 찾은 CTUjk의 데이터 해싱을 위해 사용할 해시 

함수 hjk를 이용하여 생성된다. 그리고 CTUjk의 데이터에 대한 해시 

키만 저장하기 위한 해시 테이블 HTjk에 저장된다. 이 때 해시 키에 

따라 해시 테이블의 서로 다른 bucket에 그 데이터를 저장한다. 따라서 

하나의 CTU의 모든 4x4블록은 하나의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다.  

CTU 단위로 생성된 해시 테이블은 다음 picture 참조의 IME 검색 

단계에서 참조가 된다.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 된 참조 그림이 

decoded picture buffer (DPB)에서 제거 될 때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 

그래서 CTU 단위의 해시 함수와 해시 테이블은 데이터 버퍼에 

저장되어야 하며, 하나의 picture안에 있는 CTU 수 (NCTU)와 DPB의 

수인 NDPB의 곱에 해당하는 크기의 버퍼가 필요하다.  

IME 탐색 단계에서 블록 매칭을 통해서 모든 검색 후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매칭 블록 (best-matching block)이 선택된다. IME 검색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번째는 8x8보다 큰 크기의 PU에 대한 BMVP 기반의 상향식 탐색 

방법이다. BMVP는 현재 PU의 깊이를 d라고 할 때, 깊이 d + 1에 

해당하는 PU의 best-matching block의 모션 벡터를 의미한다. 

두번째는 크기가 8x8과 같거나 작은 PU에 대한 해시 기반 탐색 

방법이다. 여기서, block-matching을 위해서 사용하는 블록들의 현재의 

PU의 4x4 블록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해시 키를 가진 모든 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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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시 함수 선택과 해시 테이블 생성 
 

 

제 4.1 절 해시 함수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해시 함수는 그림4.1와 같이 특징 추출과 양자

화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특징 추출은 입력 블록 x로부터 특징 값 fi(x)

를 계산하는 단계로, 각 특징 별로 이루어진다. 벡터 양자화 단계는 특

징 추출 단계에서 추출된 K 개의 특징 벡터 {f1(x),..,fk(x)}를 코드 벡

터로 변환하는 것으로, 그림4.1과 같이 특징 공간 상에서 특징 벡터에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찾고, 그 중심점에 해당하는 코드를 반환한다. 이 

때 특징 공간 상의 특징들의 중심점들을 양자화 테이블이라고 한다. 특

징 추출 단계에서 사용하는 특징과 벡터 양자화 단계에서 사용하는 양자

화 테이블은 해시 함수 학습을 통해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벡터 양자화 과정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각 특징 

별로 양자화 과정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특징

추출

벡터

양자화

특징벡터
{fi(x),...fk(k)}

양자화 테이블K 특징

4

4 X

입력 블록 

양자화 코드 

h(f1(x),...fk(x))

해시 함수 학습

특징

추출

특징

추출

K 개 K 개

 

그림4.1 해시 키 생성 방법 

C00

C10

C11

feature #1의 0 번째 중심점

Quantization Boudary

C01

feature #0의 1 번째 중심점

feature vector

 

그림4.2 벡터 양자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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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해시 함수는 하나의 특징을 이용한 해시 함수의 결합을 통한 

복합 해시 함수로 볼 수 있다.  

 

  
1 1 K K 1 K

(q (f (X)),....,q (f (X))) = h(f (X) f (X))    ,..,  (4-1)  

 

위 수식에서 x는 입력 블록을 (f1(x),…fK(x))는 해시 함수에서 사용

하는 특징 값들의 벡터로, fi(x)는 해시 함수의 i 번째 특징의 특징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h({f1(x),…fK(x)}}는 특징 값들의 벡터를 입력으로 

하는 해시 함수를 의미하며, 이 해시 함수는 각 특징 값들의 quantiza_ 

tion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해시 함수 생성을 위한 특징으로 입력 블록 안의 

luminance pixel들의 평균 픽셀 값(DC)과 평균 움직임(ACT)이 사용된

다고 하자.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이 독립적으로 양자화 되며, DC는 상위 

5 bits를, ACT는 상위 4bits를 각 특징의 코드 값으로 변환하는 아주 단

순한 quantization을 사용한다고 하자. 그러면 해시 함수 h(DC(x), 

ACT(x))는 DC와 ACT를 특징으로 사용하는 1 dimensional quantiza_ 

tion 함수, q(DC(x))와 q(ACT(x))로 나뉘어 지며, 해시 키는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h({DC(x), ACT(x)})  {DC[7 : 3], ACT[7 : 4]}  (4-2)  

 

본 논문에서는 CTU 단위로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생성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시 함수 찾는 복잡도를 고려하여 해시 생성을 위한 특징의 

수는 3으로 제한하며, 해시 함수를 위한 특징의 종류와 각 특징 별 코드

의 길이만 해시 함수 학습을 통해서 CTU별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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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절 해시 함수를 위한 특징들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특징 집합에 포함된 6개의 특징과 

그 특징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래 수식에서 W과 H는 각각 

입력 블록의 width와 height를 의미한다.  

 

①  Luminance pixel들의 평균 픽셀 값(DC) 

  
 





W

0i

H

0j

j)p(i,
HW

1
DC  (4-3)  

 

②  Luminance pixel들의 SATD – 각 픽셀과 평균의 차이의 

Transformed Coefficient의 합  

  
TH (P-DC) H   (4-4)  

 

③  Luminance pixel들의 x축 방향, y축 방향 평균 움직임 

(ACTx / ACTy)   

 

  
 





1-W

0i

H

0j

x j)p(i,-j)1,p(i
H1)-(W

1
ACT  (4-5)  

  
 





W

0i

1-H

0j

Y j)p(i,-1)jp(i,
1)-HW

1
ACT

(
 (4-6)  

 

①  Luminance pixel들의 x축 방향, y축 방향의 평균 기울기 

(Gx / Gy) – 3x3 Sobel filter를 이용하여 계산 

 

이 6개의 특징은 다른 해시 기반 탐색 알고리즘과 비디오 코딩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들로, 이 논문에서 이 6개의 특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6개의 특징이 입력 블록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더 좋은 특징들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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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4.1은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6개의 특징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4.1 특징 집합에 포함된 특징들 

특징 설명 계산 수식 

DC 
Average value of luminance 

pixels 

W H

x=0 y=0

1
p(x,y)

W H



  

SATD 
Sum of absolute transformed 

differences 

TH (P-DC) H   

ACTx Horizontal activity 
W -1 H

x 0 y 0

1
p(x 1, y) - p(x, y)

(W -1) H  

 



 

ACTy Vertical activity 
W H-1

x=0 y 0

1
p(x, y 1) - p(x, y)

W H - 1)( 

 



 

Gx Average horizontal edges 
3×3 Sobel filter 

Gy Average vertical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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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절 탐색 복잡도 추정 수식 
 

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해시 기반 IME 탐색은 8x8보다 큰 블록의 

IME 탐색을 위한 BMVP 기반의 상향식 탐색과 8x8과 같거나 작은 블

록의 IME 탐색을 위한 해시 기반의 탐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해

시 기반 IME 탐색의 복잡도 Csearch 또한 아래와 같이 2개로 나눈다.  

 

  
search hash-search bottom-up

C =  C  +  C  (4-7)  

 

여기서 Chash-search와 Cbottom-up은 각각 해시 기반 탐색과 상향식 탐색

의 복잡도이다. Cbottom-up은 IME에서 사용하는 BMVP의 수에 영향을 받

는데, BMVP의 수는 picture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현재 CTU의 

Cbottom-up은 단순화를 위해 동일한 temporal layer의 이전 picture의 

CTU들의 Cbottom-up의 평균값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입력 내용으

로 인한 Csearch 변경은 대부분 Chash-search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hash-search에 대한 수식 (3-3)의 NHT, Nhash-key 및 pr(z)는 현재 CTU

에 대한 해시 함수의 매개 변수를 결정할 때 얻을 수 있는 값이다. NHT

는 검색 영역 안의 CTU 수로, 일반적으로 IME 검색 영역의 크기는 고

정되기 때문에 NHT는 고정된 상수로 볼 수 있다. Nhash-key는 PU 내의 

4x4 블록의 수로 PU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Nhash-key는 8x8 

PU의 경우 4로, 8x4 또는 4x8 PU의 경우 2로 고정된다. pr(z)는 참조 

CTU의 블록 데이터로부터 만든 해시 키들의 분포로, 이전 picture의 해

시 테이블 생성된 단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이 참조되는 

시점에서 그 분포를 알 수가 있다. 

반면, Ntotal과 pc(z)는 그렇지 않다. 특히 pc(z)는 현재 CTU의 블록 

데이터로부터 만든 해시 키들의 분포로, 현재 CTU에 대한 해시 함수가 

결정되기 전에 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개의 연속적인 picture 사이의 이미지 변경이 크지 않다고 가정하고, 

현재 CTU에 대한 Ntotal과 pc(z)는 이전 picture의 CTU들의 Ntotal과 

pr(z)의 평균값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반하여 Chash-search

는 다음과 같이 근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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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 i

2 -1
2

hash-search i r i est
PU  CTU z=0 PU  CTU

C S  * p (z) S * F α  * F* *

 

 
    

 
    (4-8)  

 

여기서 S*
i는 CBM, Si, NHT, Nhash-key와 Ntotal의 곱에 해당하는 일종의 

scaling 상수이다. 그리고 해시 키 분포에 대한 해시 기반 검색 복잡성

의 척도로 해석 될 수 있는 (4-8)의 pr(z)의 제곱의 합은 편의상 복잡도 

인자인 F로 표시된다. 그래서 해시 기반 검색의 복잡도는 F에 비례하며 

해시 키의 분포가 균일한 경우에 가장 작은 값을 가진다.  

해시 기반 검색의 복잡도 인자 (F)는 해시 키의 비트 길이 (B)에 따

라 달라진다. 해시 키의 비트 길이 (B)에 따라 product quantization 

(PQ) 기반의 해시 함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해시 키의 분포 또한 달라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해시 키의 비트 길이 (B) 중에서 우리는 

Ctarget과 Ctotal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B와 그 B를 가지고 구한 해시 함

수를 현재 CTU를 위한 해시 함수로 선택한다.  

한편, 현재 CTU의 해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복잡도 CbuildHT은 수식 

(3-4)에서 볼 수 있듯이, Ntotal에 비례하며, 앞서 Ntotal은 이전 picture의 

CTU들의 Ntotal의 평균값과 같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CTU의 

CbuildHF은 이전 picture의 CTU들의 CbuildHF의 평균값과 같다고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CTU의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복잡도 CfindHF은 수

식 (3-5)에서 수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Niteration 또한 이전 picture

의 CTU들의 Niteration 의 평균값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CfindHF는 

해시 키의 비트 길이 (B)에만 영향을 받으며,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

다.  

k-1 k
d d

m m
B Bk k-1 k-1

findHF findHF est findHF
d=1 d=1

C  2 / 2 ) * C β  * C(    (4-9)  

 

여기서, Bk-1
d 와 Bk

d는 각각 동일한 시간 계층에서 (k-1) 번째 및 k 

번째 picture의 d 번째 특징의 해시 키의 비트 길이이다. 

결과적으로 Ctotal은 수식 (4-8)과 (4-9)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k k-1 k-1 k-1 k-1

total est hash-search est findHF bottom-up buildHT
C  α  * C + β  * C + C + C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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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est와 βest는 각각 이전의 3 장의 picture에서 구한 αreal과 

βreal의 평균으로부터 결정된다. αreal과 βreal은 picture를 인코딩 한 후 

얻은 실제 탐색 복잡도로부터 계산되는 값이다. 그리고 B와 m은 초기에 

각각 12와 3으로 설정되고 Bd는 3 개의 특징에 똑같이 할당됩니다. 즉, 

처음에 Bd는 4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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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절 해시 함수를 찾는 법 
 

그림4.3는 각 CTU에 적합한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의 흐름

도로, 크게 해싱 함수의 재사용(Reusing) 단계와 발견(Finding) 단계의 

로 나눌 수 있다.  

해시 함수 재사용 단계는 이전 CTU에서 사용한 해시 함수 중 하나를 

현재 CTU의 해시 함수 CTUcur로 사용할 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우리

는 계산 복잡도 CfindHF를 줄이기 위해 그림4.4와 같이 두 CTU의 유사

성과 해시 함수의 유사성 사이에 양의 선형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경

험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CTU의 유사성과 해시 함수의 유사성은 

 

CTUcur

DC 데이터의분포계산

μcur, σcur

가장가까운 CTU 찾기

Reusing

hi
cur

해싱

|Fi
cur-FMS| > Th

Y

N

Fi
cur

특징선택

비트할당

Finding

K 평균알고리즘

Y

N
Fi

cur > FO
cur

m features

{B1,…Bm}

hO
cur,F

O
jk

hcur= hO
curhcur=hi

cur  

그림4.3 각 CTU에 적합한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흐름도  

 

 

그림4.4 CTU의 similarity distance와 해시 함수의  

similarity distance 사이의 관계 (sc_consol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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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1 1 2
similarity distance (CTU ,CTU )= μ -μ + σ -σ

1 2 2
 (4-11)  

similarity distance (h ,h )= F -F
1 2 1 2

 (4-12)  

 

여기서, μjk와 σjk는 각각 CTUjk 내의 블록들의 DC의 평균과 표준 

편차이고, Fjk는 해시 함수 hjk와 CTUjk 내의 블록들의 데이터들을 가지

고 구한 해시 키의 분포의 복잡도 인자이며, similarity distance가 작을

수록 둘 간의 유사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해시 함수 재사용 단계는 처음에 현재 CTU내의 모든 4x4블록

들의 DC 값을 계산하고, 그 DC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리

고 데이터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CTU들 중에서 현재 CTU와 가

장 유사한 CTU를 찾기 위하여 각 CTU들의 DC값들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CTU의 similarity distance를 계산한다. 그리고 그 중에

서 similarity distance가 가장 작은 CTU를 CTUMS(Most Similar CTU)

로 선택한다.  

CTUMS를 찾은 후 해시 함수 hMS를 현재 CTUcur의 초기 해시 함수

hi
cur로 선택한다. 그리고 복잡도 인자 Fi

cur는 해시 함수 hi
cur와 CTUcur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 때 CfindHF를 추가로 줄이기 위하여 CTUcur의 모든 

블록을 이용하지 않고, 샘플링 된 블록만을 사용하여 해시 키를 구하고, 

그 분포로부터 Fi
cur를 계산한다. 그림4.5와 같이 샘플링 비율이 1/8일 

때까지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  

Fi
cur가 FMS에 가깝다면, hi

cur가 현재 CTUcur의 해시 함수 hcur로 사용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시 함수 finding 단계가 수행된다.  

CTU 단위로 가장 적합한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하여, 해시 함수 

finding 단계는 특징 선택, 비트 할당 및 PQ에 기반의 1-dimentional k

평균 알고리즘의 세 스텝이 있다. 특징 선택은 해시 함수에서 사용할 특

징을 선택하는 단계로, 처음에 가장 큰 분산을 가진 하나의 특징을 선택

한다. 그런 다음 이미 선택된 특징과 상관 관계가 작은 특징을 하나 선

택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m개의 특징을 선택한다. 그림4.6에서와 같

이 선택된 특징의 최적 값은 해시 키의 비트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B가 9보다 작으면 m이 2일 때, 그렇지 않으면 m은 3일 때가 최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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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할당은 특징 선택 단계에 선택된 특징들을 몇 bits로 

quantization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greedy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its를 

할당한다. 마지막으로, K-평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선택된 

특징의 특징 값과 가장 가까운 중심 값 사이의 차이의 합을 최소화하는 

중심 값을 찾는다.  

 

totalNm

d e d e
d=1 e=1

minimize ( f (X )-C(q(f (X ))) )  (4-13)  

 

여기서 X, f(X), q(f(X)) 및 C(q(f(X))는 각각 4x4 입력 블록, X의 특

  

 

그림4.5 전체 모수 대비 sampling한 데이터의 비율과 sampling을 하지 않은 

경우 대비 Fi
cur의 평균 오차  

 

 

그림4.6 해시 함수에 사용하는 특징의 개수에 따른  

해시 키의 비트 길이와 복잡도 인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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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값, f(X)의 양자화 된 값 및 f(X)에 가장 가까운 중심 값을 나타낸다.  

해시 함수 ho
cur를 찾은 후, 복잡도 인자 FO

cur가 계산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FO
cur는 Fi

cur보다 작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FO
cur가 

Fi
cur 보다 큰 경우 해시 함수 hi

cur가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CfindHF와 Chash-search는 임계 값 Th에 따라 해시 함수를 재사용하는 

비율이 결정된다. pfinding을 해시 함수 finding 단계를 수행한 CTU의 

수를 전체 CTU의 총 수로 나눈 값이라고 하자. 그러면 pfinding이 

증가함에 따라 CfindHF는 증가하지만 Chash-search는 감소한다. 평균적으로 

FO가 Fi보다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Ctotal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임계 

값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4.7의 

위의 그래프와 같이 임계 값이 0 일 때 Ctotal이 최소화되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해시 키의 비트 길이가 짧고 F가 클 때 발생한다. 이것은 

CfindHF가 Chash-search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CfindHF를 줄여서 얻을 수 

있는 복잡도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4.7의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0 이외의 임계 값에서 Ctotal이 최소가 되는 경우이다.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 경우는 임계 값이 0 인 경우의 CfindHF가 

Chash-search보다 작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경우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Ctotal의 최소값은 임계 

값이 0.02와 0.05 사이 일 때며 그 범위 내에서 Ctotal의 변동폭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에 기초하여, k 번째 picture의 임계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k-1 k-1

k findHF(Th=0) hash-search(Th=0)
    0          if C  < C              

Th  = 
0.03      otherwise                        





 (4-14)  

 

여기서, Ck-1
findHF(Th=0)와 Ck-1

hash-search(Th=0)는 임계 값이 0 일 때 

(k-1) 번째 picture의 CfindHF와 Chash-search의 평균값이다.  

그러나 (k-1) 번째 picture의 모든 CTU의 임계 값이 항상 0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 (k-1) 번째 picture의 임계 값이 0이 아닌 j 번째 

CTU의 Cj,k-1
findHF(Th=0)와 Cj,k-1

hash-search(Th=0)는 재사용 단계의 복잡도 

를 0으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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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 j,k-1 j,k-1 j,k-1 j,k-1

findHF(Th=0) findHF finding hash-search(Th=0) hash-search
C C /p      ,     C C   (4-15)  

 

수식 (4-14)에서 임계값 Th에 따른 실제 Ctotal의 변동폭이 현재의 

picture의 Ctotal에 대한 추정 오차에 비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0.03의 고정된 임계 값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림4.7 (위) B = 9 (아래) B = 15 일 때, 임계 값 Th에 따른  

Ctotal, CfindHF 및 Chash-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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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절 해시 함수 학습의 효과   
 

이 장에서는 해시 함수 학습의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그

림4.8는 해시 함수 업데이트, 즉 k-평균 알고리즘 수행 전과 후의 해시 

값의 분포이다. 실험을 위해서 RaceHorse sequence의 첫 번째 프레임

의 12번째 CTU의 특징 값 DC가 선택되었다. 그래프에서 각 점들은 양

자화 테이블의 중심점으로 총 16개의 중심점이 있다. 그래프를 보면 해

시 선택 과정에서 선택된 초기 해시 함수 hi
cur의 양자화를 위한 중심점

(파란색으로 표기된)은 DC 값이 110~150인 영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참고로 해시 함수 재사용을 위한 데이터 버퍼에 저장된 해시 함수

가 많지 않아서 hi
cur가 상당히 부정확하다.  

그러나 실험에서 선택된 CTUcur는 대부분의 블록들의 DC 값이 90 

근처에 몰려있다. 그 결과 hi
cur를 이용하여 구한 해시 값들의 분포로부

터 구한 복잡도 인자 Fi
cur는 0.39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에 k-평

균 알고리즘 적용 후 구한 해시 함수 ho
cur를 이용하였을 때의 해시 값들

의 분포는 거의 uniform에 가까워졌고, 복잡도 인자 Fo
cur는 0.08로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CTU 단위 해시 함수 학습, 즉 K-평균 알고리즘의 적용의 효

과를 알아보자. 이를 위한 대조군으로 해시 함수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

(K-평균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frame 단위로 해시 함수 학

습을 하는 2가지 경우를 선정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해시 함수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 해시 함수는 DC, Gx, Gy의 3가지 특징 값을 

 

 

그림4.8 k-평균 알고리즘의 적용 전과 후의 해시 값의 분포 

(그래프에서 점은 Centroids를 의미함) 

  

 

 

 

 

Fi=0.39 

Fo=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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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대부분의 sequence에서 3가지 특징들이 가장 많이 선택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해시 코드의 길이는 10bits로 설정하였고 각 

특징 별로 4,3,3 bits씩 할당하였다. 각 특징들을 양자화 하기 위한 양자

화 테이블은 모든 양자화 레벨이 균등하게 되도록 중심점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DC의 경우는 0~256 사이의 값을 가지며, 4bits의 해시 코드

를 사용하기 때문에 16개의 중심점이 있다. 그 결과 특징 DC의 양자화

를 위한 중심점은 8/24/40/…/248 이다. 한편 frame 단위 해시 함수 

학습은 그림4.3의 해시 학습 과정이 매 Frame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

만 다르다. 즉, 데이터 분포를 CTU가 아닌 frame 단위로 측정한다.  

그림4.9와 그림4.10는 K-평균 알고리즘의 적용 전과 후의 복잡도와 성

 

  

그림4.9 K-평균 알고리즘 적용 전과 후의 복잡도 변화 

 

 

그림4.10 K-평균 알고리즘 적용 전과 후의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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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frame 단위와 CTU 단위 K-평균 알고리

즘의 적용 결과 IME의 탐색 복잡도, 즉 하나의 PU 당 block-matching

에 사용하는 참조 블록의 개수가 거의 70~80% 가까이 줄어든다. 앞서 

그림4.8에서 보았듯이 K-평균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 값들의 분포가 

uniform에 가깝게 넓게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4.10에서 볼 수 

있듯이 CTU 단위 학습은 성능 변화가 ±0.1% 이내로 거의 없고 일부 

sequence에서는 오히려 조금이나마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지

만, frame 단위 학습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모든 sequence에서 성능 저

하가 발생한다. 하나의 해시 테이블에 포함된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많

아서 분포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평균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IME 단계의 탐색 복잡도 Chash-search는 

줄어들지만,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연산 CfindHF이 필요하다. 

그림4.11은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복잡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탐색 복

잡도 측정을 위해서 하나의 PU 당 탐색하는 블록의 수를 사용한 것과 

달리 encoding time을 이용하여 복잡도 비교를 하였다. Encoding time

은 memory access와 management 그리고 data dependency에 따른 

idle time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연산양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

는 아니지만, 연산양과 encoding time은 대체로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적

인 연산양 비교를 위한 지표로 많이 사용한다. 그림에서 “해시 함수 재

사용을 안하는 경우”는 그림4.3의 해시 함수를 찾는 과정에서 해시 함수 

재사용 단계가 없는 경우, 즉 Th가 0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해시 

 

 

그림4.11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복잡도 CfindHF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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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재사용을 하는 경우”는 CfindHF를 줄이기 위하여 해시 함수 재사용

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 재사용을 위한 Th는 0.03으로 고정하

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재사용을 하지 않고 항상 K-평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시 함수를 찾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시 함수 재사용을 하는 

경우에 전체 encoding time을 50~60% 줄일 수 있다.  

한편, 그림4.12는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연산 복잡도 CfindHF와 해시 

기반IME 탐색의 연산 복잡도 Chash-search해시 기반 탐색의 복잡도와 비

교한 것이다. 전혀 다른 동작을 하는 2개의 함수의 연산 복잡도를 단순 

encoding time을 이용하여 비교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해시 

함수 학습을 위한 복잡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CfindHF는 Chash-search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각 CTU에 적합한 해시 함수를 찾는 것이 

전체 복잡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시 함수 함수를 통한 복잡도 제어 효과를 살펴보자. 그

림4.13은 frame 별 8x8 PU 기준 TZS 및 해시 기반 IME 검색 (HBS)

의 탐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참조 블록의 평균 개수로, 여기서 k 번째 

frame의 해시 키의 비트 길이는 k 번째 frame의 CTU들의 해시 함수

에서 사용한 해시 키의 비트 길이의 평균값이다. 실험을 위해 해시 기반 

검색에서 8x8 PU의 IME 탐색을 위한 평균 참조 블록의 수를 를 100으

로 설정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해시 키의 비트 길이 B를 조정함으로써 

해시 기반 IME 검색의 검색 복잡성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그림4.12 해시 함수 학습을 위한 복잡도와 해싱 기반 탐색의 복잡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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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리고 TZS 알고리즘의 탐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참조 블록

의 수의 평균 값이 급격히 바뀌는 화면 전환 상황에서도 이 알고리즘이 

여전히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13 Frame 별 8x8 PU 기준 TZS 및 HBS의 탐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참조 블록의 평균 개수  

(위) kimono sequence, (아래) sc_map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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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절 해시 테이블 생성 방법과 복잡도 
 

마지막으로 해시 테이블 생성 방법과 해시 테이블 생성을 위한 복잡도 

CbuildHT를 알아보자.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CTU 단위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한다. 하나의 64x64 CTU 내에는 총 

4096개의 4x4 block이 있다. 그 결과 하나의 해시 테이블은 총 

4096개의 블록으로부터 만들어진 해시 키를 가진다. 각 해시 키들이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는 순서는 그림4.14와 같이 raster scan order를 

따른다. 이 때 CTU의 왼쪽 경계와 위쪽 경계에 걸치는 4x4 subblock은 

그림과 같이 Coding 순서 상 가장 뒤에 있는 CTU의 해시 테이블에 

넣는다. 그리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CTU 단위 해시 테이블은 매 

프레임마다 새로 생성하지 않고, 한 번 만든 것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영상 내의 모든 4x4 subblock은 해싱을 위하여 단 

한번만 참조된다.  

이때, 모든 가능한 해시 키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해시 키의 분포는 

입력 영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모든 가능한 해시 키의 

약30-50%만 실제로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블록의 

모든 픽셀이 동일하면 HEVC의 다른 예측 모드를 사용하여 코딩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였다. IME 탐색 단계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스크린 영상의 경우 

약 0.01~0.02%의 무시할 만큼의 코딩 손실로, IME 검색 복잡성을 약 

50-70% 감소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카메라 영상의 경우 복잡도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다. 블록의 모든 픽셀이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기 

4x4 4x4

4x4 4x4

4x4

4x4

64

64

 

그림4.14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는 CTU내 4x4 block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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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림4.15은 해시 테이블 생성을 위한 복잡도 CbuildHT와 해시 기반 

탐색의 복잡도 CfindHF를 비교한 것이다. 복잡도 비교는 해시 함수 학습 

복잡도를 비교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encoding time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해시 테이블 생성을 위한 복잡도는 해시기반탐색을 위한 

복잡도의 약 1/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15 해시 테이블 생성과 해시 기반 탐색의 복잡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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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해시 기반 탐색 
 

 

제 5.1 절 해시 기반 탐색 알고리즘의 순서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시 기반 탐색 알고리즘은 8x8/8x4/4x8 

PU의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며, 크게 2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번째는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CTU 단위로 생성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여 제한된 탐색 영역만을 탐색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탐색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4x4 subblock을 이용하여 해시 

키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의 PU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해시 키를 

만들고, 이 해시 키들을 이용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그림5.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시 기반 탐색 알고리즘의 pseudo 

code로, 여기서 빨간색의 코드 라인은 일반적인 해시 기반 IME 검색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처음에 현재 PUcur의 k-th 참조 프레임에 대한 

AMVPk를 구한다. 그리고 참조 영역 안에 있는 CTU 중에서 CTU 

Cost가 가장 작은 CTU를 찾는다. 만약 선택된 CTU를 CTUjk라고 할 

때 CTUjk의 CTU Cost는 distortion이 0이라는 가정하에, CTUjk 내의 

모든 블록들 중에서 AMVP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가지고 계산한 RD Cost로, CTUjk안에 블록을 탐색할 때 얻을 수 

있는 RD Cost의 최소값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5.3장에서 설명하도록 

Costmin = 0 

for (k=0; k<#Ref.Frame; k++) 

AMVPk = getAMVP(k, PUcur)

CTUjk = getCTUwithSmallestCost(k, AMVPk)

if ( isIncludedInSearchArea(CTUjk) && CTU-Cost(CTUjk) < Costmin  )

HTjk = getHashTable(CTUjk) 

hjk = getHashFunction(CTUjk)  

for (s=0; s<4; s++)

keys =  hjk (4x4Blks)

candidate-lists = getCandidateList(keys, HTjk )

while ( isNonEmpty(candidate-lists))

refBlkst = getReferenceBlock(candidate-lists)

if ( isNonReferenced(refBlkst))

Dst = doBlockMatching( refBlkst, PUcur)

if (Dst = 0 )

stop hash-based IME

Costmin = updateRDCost (Costmin, Dst, AMVPk, refBlkst )  
 

그림5.1 해시 기반 탐색 알고리즘의 pseud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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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약 CTUjk가 IME 검색 범위에 포함되고 CTU Cost(CTUjk)가 

현재까지 탐색한 참조 블록들의 최소 RD Cost (Costmin)보다 작은 

경우에만 IME 탐색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IME 탐색은 

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다.  

CTU Cost(CTUjk)가 Costmin 보다 작다면, CTUjk에 대한 해시 테이블 

HTjk과 해시 함수 hjk가 memory로부터 fetch된다. 그리고 현재 PU의 

각 4x4 서브 블록에 대해 해시 함수 hjk를 이용하여 해시 키 keys가 

계산된다. 여기서 s는 PUcur에서 raster 스캔 순서의 4x4 서브 블록의 

인덱스이다. 그리고 HTjk 내의 4x4 블록 중 keys와 동일한 해시 키를 

가지는 모든 블록이 s 번째 candidate-lists에 포함된다.  

다음은 candidate-lists에 포함된 블록을 이용하여 PUcur와 block-

matching을 할 refBlkst를 찾는다. refBlkst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candidate-lists의 t 번째 서브 블록의 왼쪽 위쪽의 pixel 위치를 (xst, 

yst)라고 할 때, PUcur 와 refBlkst의 s 번째 서브 블록의 해시 키가 

같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refBlkst의 위치를 구한다. 

 

st st
(x - mod(s,2)*4, y - floor(s,2)*4)  (5-1) 

 

여기서, floor(s, 2)와 mod(s, 2)는 s를 2로 나눈 몫과 나머지이다.  

하나의 PU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해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refBlkst는 서로 다른 candidate-lists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그 결과 

block-matching 과정에서 중복 연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block-matching을 수행하기 전에 이 블록이 

참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이 아닌 경우에만 block-

matching을 수행한다. 그리고 만약 PUcur와 refBlks 간의 distortion이 

0이면, 즉, 완벽하게 일치하는 블록이 발견되면 더 이상의 IME 탐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IME 탐색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세스는 

candidate-lists 내의 모든 블록이 검색되고 탐색 영역 안의 모든 

CTU가 참조되고 모든 참조 프레임이 참조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RD Cost를 가지는 블록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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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절 CTU 단위 해시테이블을 이용한 탐색 
 

앞서 본 논문은 탐색 과정에서  탐색 영역 안에 있는 CTU만 

선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CTU 단위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기존의 Frame 단위 해싱 방법은 Frame 

내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블록들을 동일한 해시로 분류하고, 탐색 

과정에서 같은 해시를 가지는 모든 참조 블록을 탐색한다. 이러한 

방법은 탐색 영역을 Frame 전체로 가져감으로써 Long Motion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움직임 벡터가 AMVP 

주변에서 선택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법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실험에 의하면 약 99.4%의 움직임 벡터가 AMVP 주변의 

±64 영역 안에 존재한다[55].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시 기반 

탐색 알고리즘은 CTU 단위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는 Frame 

단위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 같은 해시를 가지는 참조 블록들을 

CTU 단위로 다시 재분류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탐색 

과정에서 탐색 영역 내에 있는 참조 블록만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5.2은 CTU 단위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탐색의 효과를 보여준다. 

Frame 단위 해시 테이블 생성은 Full Frame 전체를 탐색 영역으로 

사용하며, CTU 단위 해시 테이블 생성은 탐색 영역을 ±192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Frame 단위 해시 테이블 생성과 비교하여 

압축 성능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PU 당 평균적으로 

탐색하는 참조 블록의 수를 약 50%까지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2 CTU 단위 해시테이블을 이용한 탐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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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절 CTU Cost를 이용한 CTU 단위 탐색 종료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기 위하여 CTU Cost를 이용한 조기 종료 

방법이 제안된다. CTU 단위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이 선택이 되면 아래와 같이 distortion이 0이라는 가정하에 그 

해시 테이블 안에 있는 참조 블록들의 RD Cost의 Lower bound를 구할 

수 있다.  

 

jk
CTU

jk MIN
CTU - Cost(CTU ) λ R MV )(   (5-2) 

 

위 수식에서 CTU-Cost(CTUjk)는 CTUjk의 CTU-Cost를, jk
CTU

MIN
MV 는 

그림5.3과 같이 CTUjk에서 distortion이 0이라는 가정하에 구한 RD 

Cost가 가장 작은 점에 해당하는 움직임 벡터로 정의된다. 그리고 

CTUjk의 CTU-Cost와 CostBest를 비교함으로써, 불필요한 탐색 과정을 

제거할 수 있다. 위 수식은 SAD가 0이라는 가정 하에 kCTU

EstCost 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kCTU

EstCost  계산 수식에 SAD 추정 값(SADEST)을 사용할 수 있다.  

 

jk
CTU

jk EST MIN
CTU - Cost(CTU ) SAD λ R MV )(    (5-3) 

 

위 수식에서 SADEST는 아래와 같이 SAD의 평균(SADμ)과 

표준편차(SADσ)를 이용하여 구한다.  

 

CTUK

AMVP

KCTU

MINMV

 

그림5.3 해시 테이블의 Cost 추정 시 사용하는 MVMIN과 A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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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μEST SADSADSAD   (5-4) 

 

SADMEAN과 SADSTDDEV는 충분한 sample이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PU가 속한 CTU와 그 주변 3개의 CTU에 대한 

탐색이 끝날 때까지는 0으로 설정한다. 그 후, 현재 부호화하는 PU의 

탐색 과정에서 사용한 참조 블록들의 Block Matching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을 한다.  

추정 Cost 기반의 조기 종료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AMVP 

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CTU를 탐색한다. AMVP에서 가까울수록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해시 테이블 

선택 단계에서 AMVP에서 CTU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거리가 작은 

순서대로 해시 테이블을 선택한다. 거리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Manhattan 거리를 사용하였다.  

 

k

CYCY

k

CXCX CTUAMVPCTUAMVPdistance   

 

위 수식에서 AMVPCX와 AMVPCY는 AMVP의 센터의 X와 Y좌료를 

의미하며, CTUk
CX와 CTUk

CY는 CTU Idx k에 해당하는 CTU의 센터의 

X와 Y좌표를 의미한다. AMVP와 CTU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5.4는 입력 영상에 따른 추정 Cost 기반의 조기 종료 알고리즘의

효과를 보여준다. 실험을 위해서 CTU 단위의 해시 테이블이 사용되었

고, 탐색 영역을 ±192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추정 Cost 기반

의 조기 종료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에 압축 성능은 거의 동일한 수

준을 유지하면서 복잡도를 약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한편, 그림

5.5은 BQTerrace 영상에 대해서 QP별 복잡도에 대한 실험 결과로, QP

가 커짐에 따라 추정 Cost 기반의 조기 종료 알고리즘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QP가 증가함에 따라 λ가 커지고, 그 결과 Cost에서 Rate 

Cost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추정 Cost 기반의 Early Termination 

효과가 CTU 단위 해시테이블 생성을 통한 탐색 영역 제한 방법과 효과

가 더하여 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압축 성능을 거

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80~85%의 복잡도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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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입력 영상에 따른 추정 Cost 기반의 조기 종료의 효과 

 

 

그림5.5 QP에 따른 추정 Cost 기반의 Early Termination 효과 (BQ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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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절 4x4 subblock 단위 다중 해시 키를 이용한 탐색  
 

PU 탐색의 단위가 8x8 block일지라도 해시 생성의 단위는 8x8 block 

대신에 4x4 subblock을 사용한다. 해시 기반의 탐색에서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PU와 탐색 결과로 찾은 Best Matching 블록 

(CostBest)간의 feature 차이의 분포는 그림5.6과 같이 feature 간의 

거리가 커짐에 따라 Best Matching 블록으로 선택될 확률이 떨어진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PU의 feature 값이 

양자화된 feature 값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에 높은 확률로 Best Matching 블록이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PU와 다른 해시 값을 가지는 참조 블록에서 발견 될 수 있다. 

해시 기반 탐색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①  Multiple Indexing: Single Indexing은 하나의 해시 엔트리 만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PU와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지는 해시 엔트리 내의 참조 블록들을 탐색 후보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Multiple Indexing은 Single Indexing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여러 개의 해시 엔트리를 선택하고, 그 해시 

엔트리 내의 참조 블록들을 전부 탐색 후보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러 개의 해시 엔트리를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PU와의 거리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그림5.6과 같이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PU의 DC 

 

 

그림5.6 입력 블록의 DC 값이 70일 때 CostBest 블록의 DC 값의 분포 

(sc_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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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해시 함수를 통해서 양자화된 DC 값)가 4인 경우에 DC 

Index가 5에 해당하는 해시 엔트리를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②  Multiple Hashing: Single Hashing은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하나의 해시 함수를 가지고 하나의 해시 값을 생성하고, 이 해시를 

이용해서 탐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Multiple Hashing은 여러 

개의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입력으로부터 여러 개의 해시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③  Multiple Key: Multiple Hashing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Multiple 

Key는 하나의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입력에 대한 해시 

값을 생성하고, 그 해시들을 이용하여 탐색을 하는 방법이다.   

 

3가지 방법 모두 Real Best Matching 블록 ⑦ 을 찾을 가능성은 

높여주기 때문에 탐색 성능은 좋아지지만, 탐색에 사용하는 해시 

엔트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탐색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8x8 입력을 4개의 4x4 subblock으로 나누고, 4x4 

subblock 각각에 대해서 해시를 생성하는 Multiple Key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5.7은 4x4 subblock 단위 해싱을 통한 복잡한 패턴 탐색의 

예로서, 그림에서 4x4 subblock 안의 숫자는 양자화된 DC 값으로 4x4 

subblock의 DC 값의 상위 5 bit이다.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4x4 subblock의 DC 값만을 가지고 해싱을 한다고 가정한다. 위 

예시에서 입력으로 들어온 PU는 왼쪽 위에 있는 subblock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양자화된 DC 값이 4 / 10 / 10 /4 이다. 그 결과 

4x4 subblock 단위 해싱을 통하여 #1과 같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가진 블록을 탐색 후보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2 또는 #3과 

같이 전체가 아닌 일부 영역만 부호화하고자 하는 PU와 비슷한 

블록들을 추가로 탐색 후보로 사용한다. 물론 #4와 같이 전혀 다른 

패턴을 탐색 후보로 사용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움직임 추정 문제는 가장 비슷한 패턴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RD Cost가 

                                            

⑦ Full Search를 통해서 찾은 Cost가 가장 작은 블록 



 

 59 

가장 낮은 블록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반드시 Best Matching 

블록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다양한 패턴을 탐색함으로써, 더 

낮은 RD Cost를 가지는 블록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탐색의 

성능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5.8은 4x4 subblock 단위 해싱과 참조 블록의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다. 만약 8x8 PU 내 subblock B1이 선택되면, 

B1으로부터 해시 hB1을 생성한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hB1에 해당하는 

해시 엔트리의 헤더 노드에 저장된 subblock BB1,0이 8x8 블록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도록 참조 블록을 읽어온다. 즉, 부호화하고자 

하는 8x8 PU에서 해시를 생성할 때 사용한 subblock의 위치를 

고려하여 참조 블록을 읽어온다.  

그림5.9은 다른 해싱 방법들과 4x4 subblock 단위 해싱의 복잡도와 

압축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위 그림에서 4x4 subblock 단위 해싱을 

Multiple Key + Single Indexing으로, 8x8 subblock 단위 해싱을 Single 

Key + Single Indexing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8x8 subblock 단위 

10

4 10

4

4

4

8

8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

10

4 10

4 11

4 11

4 10

4 10

10 1

10 10

1

4

같은 해시를 가지는 참조블록의 예

#1 #2 #3 #4

 

그림5.7 4x4 subblock 단위 해싱을 통한 복잡한 패턴 탐색의 예 

해시 테이블 N

hB1 BB1,0 BB1,1

B3

B0 B1

B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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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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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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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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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매칭

부호화하고자 

하는 PU

참조 블록

 

그림5.8 4x4 subblock을 이용한 해싱과 참조 블록의 블록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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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싱을 하면서 2개의 해시 엔트리를 탐색하는 경우를 Single Key + 

Multiple Indexing으로 표기하였다.  

그림5.9의 위의 실험 결과를 보면 4x4 subblock 단위 해싱은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복잡도 ⑧ 가 비슷하거나 더 크다. 그러나 4x4 

subblock 단위 해싱 방법이 4개의 해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영상에 따라 다르지만 복잡도가 그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4개의 4x4 subblock으로부터 선택된 해시 엔트리 안의 참조 블록들 

간에 중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 실험 데이터는 이러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 것으로, 참조 블록 중복과 중복 제거에 관한 것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⑧ 복잡도는 하나의 PU당 탐색하는 블록의 수로 측정하였다.  

 

 

 

그림5.9 다른 해싱 방법과 4x4 subblock 단위 해싱 (Multiple Key + Single 

Indexing)의 복잡도(위)와 압축 성능(아래) 비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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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5.9의 아래에 있는 실험 결과 Single Key + Single 

Indexing을 기준으로 Multiple Key + Single Indexing과 Single Key + 

Multiple Indexing의 Bit Saving을 표기한 것으로, Multiple Key + 

Single Indexing이 약간의 복잡도 증가를 대가로 약 1~2.5%의 Bits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Single Key + Multiple Indexing은 

Gain이 그렇게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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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5 절 PU/해시엔트리 간 탐색 중복과 제거 방법 

 

이 장은 4x4 subblock 단위 해싱의 결과 발생하는 PU와 해시 엔트리 

간의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해싱 기반 검색은 4x4 subblock 단위로 탐색을 한다. 그 결과 8x8 

CU 내의 3개의 PU 타입 8x8/8x4/4x8은 서로 동일한 4x4 subblock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시 또한 동일하다. 그 결과 각 PU들은 동일한 참조 

블록을 사용하여 탐색을 한다. 그림5.10은 8x8 PU의 탐색 과정에서 사

용하는 참조 블록들에 대한 것으로, 8x8 PU는 8x8 block 내 4개의 

subblock B0, B1, B2, B3에 대한 해시 값 hB0, hB1, hB2, hB3와 동일한 해시

를 가지는 블록들을 탐색 과정에서 사용한다. 한편, 8x4 PU #0인 ⑨는 2

개의 subblock B0, B1에 대한 해시 값 hB0, hB1를 이용하여 참조 블록을 

찾는다. 그 결과 8x4 PU의 탐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참조 블록들은 8x8 

PU의 탐색 과정에서 사용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PU 간 중복을 없애기 위하여 8x8 PU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SAD Tree[56]를 이용하여 8x8 CU내의 5개의 PU에 대한 탐색을 동시

에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8x8을 제외한 나머지 PU들에 대한 탐색

복잡도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중복 제거를 통한 

복잡도를 줄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이득을 제공한다. 앞서 설명하였듯

이 8x4 PU #0는 2개의 해시 값 hB0, hB1를 이용하여 참조 블록을 찾는

다. 그러나 8x8 PU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나머지 PU들을 동시에 탐색

                                            
⑨ 8x8 CU 내의 2개의 8x4 PU 중 위에 있는 8x4 PU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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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 8x8 PU의 탐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참조 블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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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8x4 PU #0인은 4개의 해시 값 hB0, hB1, hB2, hB3를 가지고 탐

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즉, 탐색에 사용하는 참조 블록

의 수가 2배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8x4/4x8 PU에 대한 탐색 성능이 

증가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는다.  

그림5.11는 8x8 CU내의 5개의 PU에 대한 동시 탐색의 효과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Unified Block Matching은 8x8 CU내의 5개의 PU에 대

한 동시 탐색한 경우를 Separate Block Matching은 8x8 CU내의 5개의 

PU에 대한 탐색을 따로따로 한 경우이다. 그리고 성능 비교를 위하여 

Separate Block Matching을 결과를 Anchor로 사용하여 Unified Block 

Matching의 Bits Saving⑩을 표기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8x8 

CU내의 5개의 PU에 대한 동시 탐색을 함으로써 복잡도를 약 1/3로 줄

일 수 있다. 반면에 약 1~3%까지 압축 성능이 개선됨을 볼 수 있다.   

다음은 해시 엔트리 간의 연산 중복에 대해서 알아본다. 해시 엔트리 

간의 연산 중복은 서로 다른 해시엔트리에서 동일한 8x8 블록을 참조하

는 경우에 발생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하나의 8x8 PU 내에서 해시를 

생성할 때 사용한 subblock의 위치에 따라 해시 엔트리로부터 읽어온 

블록을 참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 결과 각 subblock 간에 해시가 

동일한 지 아닌 지와 무관하게 해시 엔트리 간의 연산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5.12에서 보여지듯이 실험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5~10%의 해

시 엔트리 간의 연산 중복이 있으며, QP가 작을 때 연산 중복이 더 많다. 

특히 BQTerrace의 경우 QP가 22일 때 최대 20%의 연산 중복이 존재

                                            
⑩ Bit Saving은 –BD-Rate으로 의미한다.   

 

 

그림5.11 SAD Tree를 이용한 8x8 CU내 5개 PU에 대한 동시 탐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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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복 체크 table을 이용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해시 기반 탐색은 CTU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 

체크 테이블은 4096개의 엔트리를 가지는 array로 구현될 수 있다. 만

약 하드웨어 구현을 한다면 4096 bits 길이의 레지스터로 구현한다. 이 

엔트리 하나 하나는 CTU 내 참조 블록의 위치 별 탐색 유무를 표시하

기 위한 용도이다. 탐색 과정의 CTU 단위 해시 테이블 선택 단계에서 

중복 체크 table은 매번 0으로 초기화한다. 그리고 탐색 과정에서 참조 

블록에 대한 블록 매칭을 하기 전에 이 참조 블록이 이미 탐색이 된 것

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만약 중복 체크 table의 해당 엔트리 값이 1이

면 이 참조 블록에 대한 블록 매칭을 수행 하지 않는다. 아직 탐색이 되

지 않은 경우에만 블록 매칭을 수행하고 중복 체크 table의 해당 엔트리 

값을 1로 업데이트 한다. 

 

 

 

그림5.12 해시 엔트리 간의 연산 중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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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6 절 AMVP 주변부 탐색  

 

비디오 코딩의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를 찾는 문제는 SAD와 움직임 

벡터의 차분치 (MVD)로부터 계산되는 RD Cost를 최소로 하는 최적화

문제이다. 해시 기반 탐색은 해싱을 이용하여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블

록들만 탐색하기 때문에 SAD가 작은 참조 블록들을 찾는 데는 효과적

이다. 그러나 때때로 SAD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Rate cost가 작은 블록

들이 best matching block으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림5.13는 해시 기반 탐색에서 찾은 CostBEST 보다 AMVP의 Cost가 

더 낮을 확률을 나타낸 것으로, QP가 22인 경우는 약 20%, QP가 37인 

경우는 최대 50%에 이른다. 그 이유는 AMVP의 Rate Cost가 그 주변

부의 다른 Points의 Rate Cost 보다 아주 작기 때문이다.  

그림5.14은 AMVP와 그 주변의 위치 별 MVD 전송을 위한 bits의 수

를 나타낸 것으로, AMVP는 MVD 전송을 위한 bits의 수가 2이며, 

AMVP 바로 옆의 MVD (1,0)은 5 bits, MVD (1,1)은 8bits이다. 그 결

과 AMVP의 Rate cost는 MVD(1,0)/(1,1)과 비교하여 각각 2.5배/4배

나 작다. 즉, AMVP의 SAD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지라도 낮은 rate 

cost로 인하여 best matching block으로 선택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

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시 기반 탐색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AMVP와 그 주변의 블록들을 추가로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5.13 해시기반탐색에서 찾은 CostBEST 보다 AMVP Cost가 낮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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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5은 AMVP 주변부 탐색에서 탐색 포인트의 수에 따른 복잡도

와 성능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Hashing Only”는 AMVP 주변부 

탐색은 하지 않고, 해시 기반 탐색만 수행한 경우로 PU 당 탐색하는 참

조 블록의 수를 100으로 제한한 경우를, “Only AMVP”는 해시 기반 

탐색 후 AMVP 위치를 추가적으로 탐색한 경우를, “Bits < 6”은 MVD 

전송을 위한 bits의 수가 6보다 작은 9개의 Points를 추가적으로 탐색

한 경우를, “Bits < 6”은 MVD 전송을 위한 bits의 수가 6보다 작은 9

개의 Points를 추가적으로 탐색한 경우를, “Bits < 9”은 MVD 전송을 

위한 bits의 수가 9보다 작은 41개의 Points를 추가적으로 탐색한 경우

를 의미한다. 실험 결과를 보면 AMVP 1 Point만 추가로 더 탐색을 하

 

그림5.14 AMVP와 그 주변의 위치 별 MVD 전송을 위한 bits의 수 

 

 

그림5.15 AMVP 주변부 탐색에서 탐색 포인트의 수에 따른 복잡도와 성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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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0.2~0.7% Bits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AMVP 주변의 9 Points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면 ParkScene을 제외한 다른 테스트 영상에서 

AMVP 주변의 41 Points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성

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AMVP 주변부 

AMVP 주변의 9 Points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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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절 상향식 탐색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상향식 탐색 방법은 개념적으로는 [51]과 

동일하나 3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본 논문은 하위 CU의 탐색 과정에서 찾은 블록 중 SAD가 가장 

낮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상위 CU의 탐색에 사용한다. 반면 

[51]은 하위 CU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움직임 벡터를 사용한다. 즉, 

하위 CU의 탐색 과정에서 가장 Cost가 낮은 블록을 사용한다. Cost는 

SAD와 Rate Cost의 합으로 PU의 정확한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논문은 4x4 subblock 단위로 8x8 CU의 움직임 벡터를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해싱기반탐색은 4x4 subblock 단위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51]은 PU 단위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8x4 

또는 4x8 단위로 움직임 벡터를 저장한다. 그 결과 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본 논문은 상위 CU의 탐색 과정에서 하위 CU에서 찾은 움직임 

벡터에 대해서만 탐색을 한다. 반면에 [51]은 하위 CU에서 찾은 

움직임 벡터의 ±1 영역을 탐색한다. 움직임 벡터만 탐색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하나는 4x4 subblock 단위로 저장하기 때문에 상위 CU 

탐색 시 더 많은 움직임 벡터를 사용한다. 그 결과 상위 CU의 탐색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카메라 영상과 달리 

스크린 영상은 ±1 영역을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것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표5.1은 [51]의 상향식 탐색과 본 논문의 상향식 탐색에서 

사용한 방법의 차이점이다.  

표5.1 상향식 탐색 방법의 차이점 

 Ours [51] 

하위 PU의 움직임벡터 

선택 방법 

SAD가 가장 작은 

블록의 움직임벡터 사용 

Cost가 가장 작은 

블록의 움직임벡터 사용 

움직임 벡터 참조를 

위한 최소 블록의 크기 
4x4 8x4/4x8 

상위 PU의 탐색 범위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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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6은 상향식 탐색 방법에 따른 성능과 복잡도 변화이다. BD-

Rate 계산을 위한 anchor는 [51]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이다. 결과를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복잡도는 약 2% 더 줄어들면서, 

BD-Rate 또한 0.2%정도 감소한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향식 탐색 방법은 그림5.17와 같이 약 0.3%의 코딩 손실로 상향식 

탐색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복잡도를 1/7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그림5.16 상향식 탐색 방법에 따른 성능과 복잡도 변화 

 

 

그림5.17 상향식 탐색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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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 결과 
 

제 6.1 절 프레임 간 예측 모드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6.1과 그림6.2은 카메라 영상과 스크린 영상에 대해서 해시 키의 

길이(B)에 따른 Chash-search, Cbottom-up, CfindHF, CbuildHT 그리고 Ctotal로, 

위의 그래프는 1080p sequences를 아래 그래프는 720p sequence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를 평균한 것이다. 실험을 위해서 해시 키의 길이에 

따른 각 복잡도 성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복잡도 제어는 하지 

않았고, 탐색 영역은 ±320, 해시 함수에서 사용하는 특징의 개수는 

 

 

 

그림6.1 해시 키의 길이(B)에 따른 Chash-search, Cbottom-up, CfindHF, CbuildHT 

그리고 Ctotal  (위) 카메라 영상 1080p, (아래) 카메라 영상 7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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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시 키의 비트 길이는 9, 12, 15 3개로 

고정하고 실험을 하였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탐색 복잡도에서 해시 기반 IME 

탐색의 복잡도 Chash-search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시 키의 

길이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CfindHF는 해시 키의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Cbottom-up과 CbuildHT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림에서 보면 카메라 영상의 전체 탐색 복잡도가 스크린 영상의 전체 

탐색 복잡도에 비하여 약 30~50% 정도 작다. 그리고 대체로 1080p 

영상에 비하여 720p 영상의 복잡도가 약 20~30% 정도 작다. 이것은 

스크린 영상의 경우 블록 내의 모든 픽셀이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1080p 영상 대비 720p 영상의 경우 frame-rate가 

 

 

 

그림6.2 해시 키의 길이(B)에 따른 Chash-search, Cbottom-up, CfindHF, CbuildHT 

그리고 Ctotal  (위) 스크린 영상 1080p, (아래) 스크린 영상 7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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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pixel resolution이 낮아서 역시 블록 내의 모든 픽셀이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는 참조 블록의 수 

Ntotal이 줄어들고, Chash-search, CfindHF, CbuildHT 모두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카메라 영상의 경우 해시 키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Chash-

search는 감소하고 CfindHF가 증가하면서 해시 키의 길이가 12일 때 전체 

탐색 복잡도 Ctotal이 최소가 된다. 반면에 스크린 영상의 경우는 Chash-

search는 감소량 대비 CfindHF의 증가량이 작아서 해시 키의 길이가 15일 

때 Ctotal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Ctotal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의 

특징에 따라 해시 키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전체 탐색 복잡도 Ctotal는 탐색 영역의 길이(Search Range, 

SR)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탐색 영역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시 키의 길이를 12로 고정하고, 탐색 영역의 

길이를 ±64에서 ±576를 변경해가면서 실험을 하였다. 그림6.3은 탐색 

영역의 길이에 따른 Chash-search 결과이다. IME search 결과에 따른 

encoding 차이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미비한 차이다.) 탐색 영역의 길이에 따라 Cbottom-up, 

CfindHF, CbuildHT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림6.3에서 

Chash-search만 표기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카메라 영상의 1080와 720p 그리고 스크린 영상의 

720p의 경우 탐색 영역의 길이가 320일때, 스크린 영상의 1080p의 

경우는 탐색 영역의 길이가 192일 때 이후부터 Chash-search가 거의 일정 

 

그림6.3 탐색 영역의 길이(SR)에 따른 Chash-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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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IME 탐색 과정에서 CTU Cost에 따른 조기 

종료에 의해서 탐색 영역의 길이가 늘어나더라도 비례하여 Chash-search가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Chash-search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더 좋은 matching 

block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6.4는 탐색 영역의 길이(SR)에 

따른 BD-rate(%)로, 카메라 영상의 경우 탐색 영역의 길이가 64보다 

큰 경우에 Coding Gain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카메라 

영상의 경우 AMVP로부터의 거리가 64보다 큰 참조 블록에 대한 

block-matching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스크린 영상의 

경우는 탐색 영역의 길이가 커짐에 따라 Coding Gain이 조금씩 

 

 

 

 

그림6.4 탐색 영역의 길이(SR)에 따른 BD-rate (%)  

(위) 카메라 영상, (아래) 스크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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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IME 탐색을 하기 위하여 

입력 영상의 특징에 따라 탐색 영역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6.5은 참조 알고리즘 [12,8,51]과 제안한 알고리즘(Ours)의 

BD-rate와 전체 탐색 복잡도를 비교 한 것이다. 그리고 각 

sequence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6.1과 표6.2를 참조하도록 한다. 

[12]는 HM Version 1 참조 소프트웨어로, ±64의 탐색 영역에 대해서 

test zone search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IME 탐색을 한다. 그래서 

[12]의 전체 탐색 복잡도는 test zone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IME 

탐색을 하는 복잡도만 고려하였다. 그리고 [8]은 SCC를 위한 참조 

소프트웨어에 선택된 방법으로 SCC를 위한 참조 소프트웨어를 

 

 

 

그림6.5 프레임 간 예측을 위한 참조 알고리즘 [12, 8, 51]과 제안한 

알고리즘(Ours)의 전체 탐색 복잡도와 BD-rate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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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64의 탐색 영역에 대한 test zone 탐색 알고리즘과 해시 

기반 탐색을 사용하여 IME 탐색을 한다. 이 때 해시 기반 탐색은 

이미지 전체를 탐색 영역으로 사용한다. [8]의 전체 탐색 복잡도는 test 

zone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IME 탐색 복잡도와 해시 기반 탐색을 

사용한 IME 탐색 복잡도 그리고 해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복잡도를 

고려하였다. 이 때 해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복잡도는 블록 매칭을 

위한 equivalent 복잡도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51]은 

8x8/8x4/4x8 PU에 대해서는 ±64의 탐색 영역에 대한 test zone 탐색 

알고리즘을 가지고 IME 탐색을 하고, 8x8보다 큰 PU에 대해서는 

상향식 탐색을 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전체 탐색 복잡도를 

150K번의 블록 매칭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 탐색 복잡도를 

설정하였고, 탐색 영역의 길이는 ±320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시 

함수에서 사용하는 특징의 개수는 3으로 설정하고, 해시 키의 유효 비트 

길이는 9에서 16으로 제한하였다. 목표 탐색 복잡도로 설정된 150K는 

탐색 영역의 길이를 ±320일 때 각 sequence 별 전체 탐색 복잡도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 값으로, 복잡도 제어가 잘 동작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목표 탐색 복잡도가 실제 발생하는 전체 탐색 

복잡도보다 너무 낮거나 높다면 복잡도 제어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카메라 1080p 영상의 경우 각각 [12], [8], 

[51]과 비교하여 45%, 25%, 300%의 복잡도를 가진다. 그리고 스크린 

1080p 영상의 경우 70%, 50%, 350%의 복잡도를 가진다. 반면에 

카메라 720p 영상의 경우 각각 [12], [8], [51]과 비교하여 160%, 

60%, 650%의 복잡도를 가진다. 그리고 스크린 720p 영상의 경우 

170%, 90%, 850%의 복잡도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1080p 영상의 

경우는 참고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우리가 설정한 목표 탐색 복잡도보다 

크기 때문에 대체로 참고 알고리즘 [12]. [8]보다는 작지만, 720p의 

경우는 참고 알고리즘의 복잡도보다 더 크게 나온다. 물론 모든 경우에 

복잡도가 작은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의 CTU당 처리해야 하는 연산양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1080p 영상에서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력 

영상과 무관하게 복잡도가 일정한 것은 우리의 알고리즘이 복잡도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도 제어 측면에서 살펴보자. 대부분의 sequence에서 전체 

탐색 복잡도가 목표 탐색 복잡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sc_map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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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_web_browsing의 경우 실제로 측정한 전체 탐색 복잡도가 목표 

복잡도보다 낮게 나온다. 이들 sequence의 경우 대부분의 현재 블록 

들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PU가 검색되어 IME 검색이 조기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 탐색 복잡도가 목표 복잡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상향식 탐색을 사용하는 [51]에 

비하여 아주 높은 복잡도를 가지는데, 이는 해시 기반 탐색을 위하여 

추가된 해시 함수 찾는 과정과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산양이 전체 탐색 복잡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안한 알고리즘은 카메라 영상의 경우 입력 영상의 크기와 

관계없이 약간의 BD-rate 손실이 있다. 그러나 [51]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손실의 대부분은 bottom-up search에서 발생한 

것이다. 반면에 제안한 알고리즘은 스크린 영상의 경우에 test zone 

탐색 기반의 IME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12]와 [51]에 비하여 아주 

효과적이며, [8]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좋은 코딩 성능을 보여준다. 물론 

sc_console 및 sc_flyingGraphics와 같은 시퀀스의 경우는 [8]보다 

훨씬 나빠진다. 그러나 [8]은 이미지 전체를 탐색 영역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탐색 영역을 ±320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탐색 영역을 늘릴 경우 sc_console 및 

sc_flyingGraphics의 코딩 성능 또한 [8]의 그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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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 프레임 간 예측을 위한 참조 알고리즘 [12, 8, 51]과 제안한 

알고리즘(Ours)의 전체 탐색 복잡도의 비교 

분류 영상의 이름 
TZS Only 

[12] 

TZS/HBS 

[8] 

TZS/BTS 

[51] 

HBS/BTS 

Ours 

CC 

1080p 

Kimono 542 796 73 150 

ParkScene 199 403 42 150 

Cactus 277 485 47 150 

BasketballDrive 553 805 66 150 

BQTerrace 140 326 31 150 

Avg. 342 563 52 150 

CC 

720p 

FourPeople 79 220 21 150 

Johnny 79 220 21 150 

KristenAndSara 117 298 27 150 

Avg. 92 246 23 150 

SC 

1080p 

sc_missonControlClip3 90 148 18 150 

sc_console 248 260 50 150 

sc_desktop 97 102 19 150 

sc_flyingGraphics 441 656 88 150 

Avg. 219 292 44 150 

SC 

720p 

sc_map 30 51 6 123 

sc_programming 82 186 16 150 

sc_robot 139 321 28 150 

sc_web_browsing 61 39 12 113 

Avg. 78 149 16 134 

단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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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 프레임 간 예측을 위한 참조 알고리즘 [12, 8, 51]과 제안한 

알고리즘(Ours)의 BD-rate의 비교 

분류 영상의 이름 
TZS Only 

[12] 

TZS/HBS 

[8] 

TZS/BTS 

[51] 

HBS/BTS 

Ours 

CC 

1080p 

Kimono - 0.00 0.17 0.23 

ParkScene - 0.00 0.40 0.58 

Cactus - 0.00 0.33 0.51 

BasketballDrive - 0.00 0.58 0.63 

BQTerrace - 0.00 0.16 -0.14 

Avg. - 0.00 0.33 0.36 

CC 

720p 

FourPeople - 0.00 0.14 0.10 

Johnny - 0.00 0.04 0.06 

KristenAndSara - 0.00 0.10 0.15 

Avg. - 0.00 0.09 0.10 

SC 

1080p 

sc_missonControlClip3 - -8.78 0.10 -12.02 

sc_console - -19.59 0.23 -18.71 

sc_desktop - -18.75 0.16 -19.05 

sc_flyingGraphics - -0.92 0.35 1.04 

Avg. - -12.01 0.21 -12.19 

SC 

720p 

sc_map - -0.40 0.28 -0.56 

sc_programming - -1.33 0.12 -3.04 

sc_robot - 0.00 0.26 0.62 

sc_web_browsing - -30.96 0.10 -31.84 

Avg. - -8.17 0.19 -8.71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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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 절 프레임 내 예측 모드에 대한 실험 결과 
 

앞서 2.3장에서 보았듯이 프레임내 블록 참조 모드는 참조 

프레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프레임 간 예측을 위한 모드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프레임 간 예측을 위한 IME 탐색 방법을 

프레임 내 블록 참조를 위한 탐색 알고리즘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성능을 비교를 위한 참조 알고리즘을 [43]을 선택하였다. [43]은 

SCM의 프레임 내 예측을 위한 참조 알고리즘으로 채택된 탐색 

알고리즘으로 8x8 PU의 IME 탐색에 사용하며 해시 기반 탐색을 

사용한다. 해시 키의 길이는 16bit이고 해시 함수는 Product 

Quantization을 사용한다. 그리고 입력과 무관하게 고정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비교를 위하여 우리의 알고리즘을 8x8 PU의 프레임 내 

예측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리고 복잡도 제어를 하도록 하였고, 

프레임 간 예측과 동일하게 전체 탐색 복잡도를 150K번의 블록 매칭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 탐색 복잡도를 설정하였고, 탐색 영역의 

길이는 ±320으로 설정하였다.  

표6.3은 프레임 내 예측을 위한 참조 알고리즘 [43]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전체 탐색 복잡도와 BD-rate의 상세 비교 결과이다. 전체 

복잡도 측정을 위하여 참조 알고리즘은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복잡도와 

해시 기반 IME 탐색 복잡도를 더해서 계산을 하였고, 우리의 

알고리즘은 해시 함수를 찾는 복잡도,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복잡도 

그리고 해시 기반 IME 탐색 복잡도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프레임 내 

예측 모드 탐색을 8x8 PU로만 제한하였기 때문에 bottom-up search를 

위한 복잡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BD-rate 계산을 위하여 

프레임 내 예측을 위하여 Intra Prediction만 적용한 경우[12]를 

anchor로 사용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43]과 비교하여 카메라 1080p 영상의 경우 50%, 

스크린 1080p 영상의 경우 약 65% 그리고 스크린 720p 영상의 경우 

약 54%의 탐색 복잡도를 가진다. 반면에 카메라 720p 영상의 경우는 

약 35% 탐색 복잡도가 더 많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080p 영상의 

경우는 전체 탐색 복잡도가 목표 탐색 복잡도와 일치하는데, 카메라 

영상과 스크린 영상 모두 720p 영상에서는 전체 탐색 복잡도가 목표 

탐색 복잡도보다 낮다. 프레임 간 예측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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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의 경우 대부분의 현재 블록 들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PU가 

검색되어 IME 검색이 조기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제안한 알고리즘은 카메라 영상의 경우 참조 알고리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며, anchor 대비 BD-rate 손실이 거의 없다. 사실 카메라 

영상의 경우 프레임 내 예측 모드가 최종 코딩 모드로 선택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크린 영상의 경우 anchor 대비 1080p 

영상에서는 57%, 720p 영상에서는 30%의 coding 이득이 있다. 그리고 

참조 알고리즘과 비교해서도 1~4% 정의 coding 이득이 있다.   

표6.3 프레임 내 예측을 위한 참조 알고리즘 [43]과 제안한 알고리즘(Ours)의 

전체 탐색 복잡도와 BD-rate의 비교 

  전체 탐색 복잡도 (K) BD-rate (%) 

분류 영상의 이름 
Fixed PQ 

[43] 

Adapt. PQ 

(Ours) 

Fixed PQ 

[43] 

Adapt. PQ 

(Ours) 

CC 

1080p 

Kimono 71 150 0.15 0.17 

ParkScene 595 150 0.90 0.86 

Cactus 324 150 -0.04 -0.23 

BasketballDrive 190 150 -0.08 -0.16 

BQTerrace 370 150 -0.47 -0.75 

Avg. 310 150 0.09 -0.02 

CC 

720p 

FourPeople 76 117 0.02 0.13 

Johnny 78 117 -0.1 -0.17 

KristenAndSara 111 125 0.12 0.25 

Avg. 88 119 0.01 0.07 

SC 

1080p 

sc_missonControlClip3 132 115 -52.59 -55.07 

sc_console 252 150 -49.61 -55.33 

sc_desktop 155 150 -67.63 -70.92 

sc_flyingGraphics 325 150 -41.14 -45.99 

Avg. 216 141 -52.74 -56.83 

SC 

720p 

sc_map 470 150 -7.50 -8.68 

sc_programming 82 99 -43.41 -47.46 

sc_robot 150 96 -0.04 -0.24 

sc_web_browsing 98 88 -63.12 -66.40 

Avg. 200 108 -28.52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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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논문은 프레임 간 예측 (inter prediction)을 위한 해시 기반의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 탐색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로, 최근에 제안된 

비디오 코딩을 위한 해시 기반의 정수 단위 움직임 벡터 탐색 

알고리즘들의 2가지 문제점, 즉, 입력 영상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탐색 복잡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과 참조 영상 안에 

있는 모든 참조 블록을 탐색에 사용하여 탐색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산이 

많다는 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탐색 복잡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CTU마다 해시 함수를 선택적으로 변경한다. 

해시 함수를 찾기 위한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입력 영상의 분포를 기반으로 Product 

Quantization (PQ) 기반의 해시 함수를 찾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현재 부호화하고자 하는 CTU와 비슷한 통계를 가지는 이전 

CTU를 찾은 후, 그 CTU에서 사용한 해시 함수를 재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블록 내의 모든 4x4 block에 대해서 해시 키를 생성하고, 이 

해시 키 중 하나와 동일한 해시 키를 가지는 모든 블록을 사용하여 

탐색을 한다. 현재 블록이 해시 키의 경계 부분에 위치할 때 발생하는 

해시 기반 탐색의 성능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해시 테이블을 CTU 단위로 생성하여 AMVP 주변의 참조 

블록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한다. 이는 기존에 picture 단위로 하나의 

해시 테이블에 포함되던 데이터를 참조 블록이 속한 CTU의 위치에 

따라 재 분류를 한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움직임 벡터 탐색 단계에서 

AMVP 주변의 몇 개의 CTU의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한 해시 테이블에 

포함된 참조 블록들 중 현재 블록과 동일한 해시 키를 가지는 블록만 

탐색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산이 제거될 수 있다.  

넷째, 현재 블록과의 다른 해시 키를 갖는 AMVP에 바로 인접한 참조 

블록들을 추가로 탐색한다. 영상 내의 물체의 움직임이 클 때 AMVP가 

잘못 예측되는 경우 또는 QP가 큰 경우 현재 블록과 다른 해시 키를 

가짐에도 AMVP 주변에 있는 블록이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AMVP 주변의 블록을 추가적으로 탐색한다.  

다섯째, 탐색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움직임 벡터를 찾기 위하여 

해시 기반 검색과 상향식 탐색을 조합한다. 현재 블록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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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8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는 해시 기반 탐색을 하고, 8x8보다 큰 

경우는 상향식 탐색을 한다.  

그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참조 알고리즘 대비 낮은 탐색 복잡도를 

가지면서 입력 영상과 무관하게 일정한 탐색 복잡도를 제공한다. 그리고 

카메라 영상과 스크린 영상 모두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 실험에 의하면 1080p 카메라 영상에서 0.36%의 압축 효율 

손실로 전체 탐색 복잡도를 70% 정도 줄일 수 있고, 720p 카메라 

영상은 0.33%의 압축 효율 손실로 복잡도를 40% 정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1080p 스크린 영상은 0.18%의 압축 효율 향상과 함께 

복잡도를 50% 정도 줄일 수 있고, 720p 카메라 영상은 0.53%의 압축 

효율 향상과 함께 복잡도를 20% 정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프레임 내 예측을 위한 탐색 알고리즘에 적용한 경우 참조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약 50%의 복잡도로 `1~4%의 코딩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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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sh-based search algorithm 

for integer motion estimation  

in HE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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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focuses on hash-based integer motion vector search 

algorithms for inter prediction in HEVC. In general, the hash-based 

search consists of two stages, preprocessing stage and motion vector 

search stage. As a preprocessing stage, a hash table is generated, 

which groups similar blocks into one bucket in the hash table. In the 

motion vector search stage, it finds the block with the lowest RD cost 

among reference blocks in the buckets with equal hash keys in the 

hash tables. Thus, its search complexity and quality depend on the 

hash functions that should represent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urrent coding units and the reference one. 

There are several recently proposed hash-based integer motion 

vector search algorithms, which have some limitations. First, the 

previous hash-based IME algorithms use fixed hash functions that 

do not depends on the input sequence so that their search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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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s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input image. Second, even though 

most of the motion vectors are located near to the current block’s 

AMVP, all reference blocks in the reference image are searched for 

the hash-based search. In other words, they do not have a way to 

control the search range for IME. Third, they employ only a hash 

table for 2Nx2N PU to reduce complexity because it is almost 

impossible to support the hash-based search for all possible types 

of PU allowed in HEVC. 

The proposed hash-based search algorithm alleviates these 

limitations. First, it selects hash functions for each CTU to keep the 

search complexity constant regardless of the input sequence. An 

optimal hash function adapted to the data distribution of the input 

sequence is searched based on product quantization (PQ) for various 

configurations of the hash function and various lengths of the hash 

key. To reduce the hash function search complexity, it reuses the 

hash functions for the previous CTUs as much as possible by finding 

a previous CTU the most similar to the current CTU. Second, a hash 

table is organized based on the addresses of the CTU units to which 

the reference block belongs. As a result, unnecessary search can be 

eliminated by limiting the searching only for CTUs around the AMVP. 

Furthermore, the hash-based search is limited to the search of PUs 

smaller than 8x8 to reduce the search complexity. The search for a 

PU larger than 8x8 uses a bottom-up search, which find search 

candidates of the current block using the result of hash-based search 

of the lower PU.  In the proposed algorithm a hash key is generated 

for a 4x4 block. In search process, hash keys are generated for all 

4x4 blocks in one PU and all blocks having the same hash key as one 

of these hash keys are used for search candidates.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hash based search can be improved. And it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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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pply into the search of PU of several different sizes by using one 

hash table. 

As a result, the proposed algorithm can control the search 

complexity to make it less dependent to the input sequence while 

keeping the search complexity low compared to the reference 

algorithm. Moreover, it provides similar levels of performance for 

both camera-captured and screen-content sequenc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search complexity can be reduced by 

70% with a coding loss of 0.36% in 1080p camera sequences and can 

be reduced by 40% with a coding loss of 0.33% in 720p camera 

sequences. In addition, for the 1080p screen-content sequence, it 

can reduce the overall search complexity by 50% with 0.18% coding 

gain, and for the 720p camera-captured sequence, it can improve the 

coding efficiency by 0.53% and reduce the search complexity by 20%. 

When the proposed algorithm is applied to the search algorithm for 

intra block copy estimation, it can be obtained the coding gain of about 

1~4% with about 50% search complexity compared with the 

reference algorithm. 

 

Keywords :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Screen Contents Coding, 

Integer Motion Estimation, Intra Block Copy, Hash-based Search, 

Learning Hash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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