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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상용화되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frame rate이 120~240Hz 

까지 증가하면서 전송되는 video의 frame rate을 증가시키는 frame 

rate up conversion(FRUC)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FRUC는 

비디오 영상에서 서로 인접한 프레임들을 이용하여 영상의 시간적 

연속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FRUC의 화질 향상을 위하여 

영상 내부 객체들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레임을 

생성하는 motion-compensated(MC) FRUC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MC-FRUC에 필요한 움직임 추정 과정(motion estimation, ME)은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며 하드웨어 구현이 까다롭다. 즉, FRUC에 

필요한 움직임 추정은 전체 시스템의 cost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하드웨어 구현이 용이한 FRUC 용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Cost 감소를 위해 block 기반의 움직임 추정을 수행하는데, motion 

vector(MV)가 생성되는 대상 object의 크기가 작을 경우 MV가 제대로 

생성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나, 이 알고리즘은 ME를 2번 수행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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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메모리에 2번 접근을 해야 한다. FRUC 시스템에서 bottle 

neck은 메모리영역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즉, 2번의 ME로 발생되는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1번의 ME로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픽셀 당 64 버퍼 크기를 가질 때,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0.36%의 MV 오차율을 가지며 필요 버퍼 

메모리는 1.21% 증가한다. 또한 hierarchical estimation 대비 평균 

partial PSNR은 1.58dB 개선되며, 평균 PSNR은 0.23dB 개선된다. 

 

 

주요어 : 프레임율 상향 변환, 움직임 추정, Single pass daul MV 

estimation, secondary MV 

학  번 : 201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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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표 

 

최근 상용화되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frame rate이 120~240Hz 

까지 증가하면서 전송되는 video의 frame rate을 증가시키는 frame 

rate up conversion (FRUC)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FRUC는 

비디오 영상의 시간적 연속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간단한 FRUC 

기술로는 검정색 화면 삽입 (black frame insertion), 화면 반복 삽입 

(frame repetition), 평균 화면 삽입 (frame averaging) 그리고 회색 

화면 삽입 (gray frame insertion) 등이 있다. 이런 방법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데, 검정색 화면 삽입은 영상의 밝기가 감소하고, 화면 

반복 삽입은 motion jerkiness가 발생한다. 한편, 평균 화면 삽입은 

motion blurring에 의하여 화질 열화가 발생하고, 회색 화면 삽입은 

flickering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FRUC 방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 내 객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중간 

프레임 생성시에 움직임을 보상하여 화질 열화를 줄이는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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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ed frame rate up conversion (MC-FRUC) 기술[1]이 

각광받고 있다. 

MC-FRUC 알고리즘은 프레임 내 픽셀이나 block 기반으로 

motion vector를 예측하는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 과정과 

움직임 추정 과정을 통해 나오는 정보들로 적절히 보간 프레임을 만드는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 과정으로 구성된다. 만들어진 보간 

프레임의 화질 향상을 위해선 움직임 추정 과정에서의 정확한 motion 

vector 예측이 중요하나 높은 정확도의 움직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며, 이를 하드웨어로 구현[2]하기가 까다롭다. 즉, 

FRUC에 필요한 움직임 추정은 전체 시스템의 cost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하드웨어 구현이 용이한 FRUC용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전체 시스템에서 cost 감소를 위해 pixel 기반이 아닌 block 기반의 

움직임 추정[3]-[8]을 수행한다. Block 기반 움직임 추정을 통해 

cost의 감소는 가능하지만 motion vector가 생성되는 대상 block 안에 

특정 object의 크기가 block의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해당 object에 

대한 정확한 motion vector 추정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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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나, 이는 움직임 추정 

과정을 2번 수행해야 하므로 프레임 메모리에 2번 접근 해야 한다. 즉, 

추가의 메모리 접근이 발생한다.  

FRUC 시스템에서 bottle neck은 메모리 영역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2번의 

ME로 발생되는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본 논문에서 

1번의 ME로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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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block 기반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을 살펴보고 해당 방법이 가지는 block 보다 작은 

물체에 대한 motion vector 추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에 대해 다룬다. 

3장에서는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의 2번의 motion estimation 

수행을 통한 메모리 접근 횟수 증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을 다룬다. 

또한 제안 알고리즘의 동작과정을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한 추가 요소 및 

방법론들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제안 알고리즘과 선행 연구와의 결과 

비교를 통해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이며 6장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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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 

 

2.1.1 Block 기반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 

 

영상 처리 및 압축 분야에서 full search block matching 

algorithm(BMA) 방법의 높은 계산 복잡도로 인해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 방법이 제안되었다.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은 계산 

복잡도의 감소뿐만 아니라 full search BMA 방법보다 정확한 motion 

vector 추정이 가능하다[5]-[8].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은 

원본 이미지를 일정하게 줄인 후 움직임 추정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피라미드 단이 3 레벨일 때, 원본 이미지를 기준으로 

1/16크기로 감소된 이미지가 최상위 레벨에서의 이미지 크기가 된다. 

두 번째 레벨에서는 1/4크기로 감소된 이미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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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의 이미지 피라미드 구조 

 

 

 

그림 2.2 두 피라미드 단계 사이의 block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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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복잡도 감소를 위해 최상위 레벨 이미지로 움직임 추정을 하며 

이 때, 일정 search range 크기만큼 full search BMA를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상위 이미지 block들의 motion vector가 추정되고 이 

값들을 아래 레벨에서 사용하여 각 단계별로 움직임 추정[9]을 

수행한다. 상위 레벨의 한 block이 하위 레벨의 4 block 크기와 

동일하므로, 하위 레벨의 한 block은 상위 레벨 father block의 motion 

vector와 father block과 인접한 block의 motion vector를 이용하여 

현재 자신의 레벨에서 움직임 추정을 수행한다. 만약 father block과 

주변 인접 block 2개를 사용한다면, 총 3개의 motion vector를 

가져와서 탐색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최상위 레벨과 같이 일정 search 

range만큼 full search를 하는 것이 아니라, motion vector가 가리키는 

영역에서 몇 픽셀만큼을 탐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이미지 

크기에서 full search BMA를 수행 하는 것보다 계산 복잡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하지만 block 기반의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은 

block 내의 small object에 대한 motion vector 추출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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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Block 기반 Hierarchical ME의 문제점 

 

Block 기반의 motion estimation(ME)은 상대적으로 낮은 복잡도를 

가져 video coding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특히,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 알고리즘은 full search BMA(block matching 

algorithm)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motion trajectories와 적은 

연산량을 가진다. 하지만 이런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은 block 

내 small object에 대한 motion vector 추출에 취약하다. 그 이유는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은 원본 이미지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줄여서 움직임을 추정하는데, top level에서는 block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block 기반의 motion 

estimation에서 block 내 small object의 움직임을 잘 못 추정할 수 

있다. 즉, top level 1개의 block 내부에 2개 이상의 object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취할 경우 block의 평균적인 움직임에 따라 motion vector를 

계산하기 때문에 motion estimation 성능이 저하된다. 그림 2.3을 보면 

원본 이미지 크기인 bottom level에서는 block의 크기가 작지만 top 

level로 갈수록 block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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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small object에 해당하는 테니스 공의 motion vector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그림 2.3 Pyramid level 별 상대적 block 크기 

 

 

그림 2.4 Block 보다 작은 물체의 보간 합성 이미지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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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는 block 기반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을 사용한 

보간 생성 이미지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top level에서 block 내 적은 

픽셀로 표현되는 공(small object)이 보간 이미지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을 포함하는 해당 block의 

motion vector가 부정확하게 추출되었기 때문에다. 보간 이미지의 화질 

개선[10]을 위해선 top level의 motion estimation 성능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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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  

 

영상에서 small object를 포함한 8 x 8 block의 올바른 motion 

vector 추출을 위해선, block 내 small object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Small object 영역 판단 후, 해당 영역에 대해 motion estimation을 

다시 수행하면 올바른 small object의 motion vector를 얻을 수 있다.  

즉,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은 총 2번의 BMA 과정을 통해 

block 보다 작은 object의 motion vector를 추정한다. 그림 2.5를 보면 

첫 번째 ME에서는 block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primary MV 

estimation을 수행하며 이 때, 높은 cost를 가지는 pixel 정보로 block 

내 small object를 검출한다. 두 번째 ME에서 small object의 best 

matching 정보로 secondary candidate MV를 추정한다. 이 MV가 실제 

small object의 움직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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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의 MV 추정 과정 

 

 

그림 2.6 Dual MV estimation 후 motion vector 결과 

 

그림 2.6은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의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실험 영상에서 파란색 배경은 움직임이 없고 초록색 테니스 공만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primary MV 

estimation에서 motion vector 값은 (0,0)으로 추정되고 해당 방향 

값이 흰색 점으로 표시 되었다. Block 내 파란 배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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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에 해당 block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primary MV estimation에서 pixel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cost 정보로 block 내 small object를 검출한다. 그림 2.6의 두 번째 

이미지가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이미지에서 block 내 small 

object에 해당하는 테니스 공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 

후 두 번째 ME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small object의 MV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림 2.6의 세 번째 그림이 small object의 MV 추정 결과이다. 

테니스 공의 MV가 아래방향으로 제대로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의 동작과정을 설명하면,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의 pyramid level은 4이고, top level에서 full search 

BMA를 수행한다. 첫 번째 BMA 과정에서 block 당 search range에 

해당하는 만큼 motion estimation을 수행하고 이는 모든 block이 끝날 

때까지 수행된다. Block 내의 small object 영역 판단을 위해 각 

pixel의 SAD cost를 이용하는데, 특정 pixel이 일정 threshold 

이상이면 high cost pixel로 판단하고, 해당 영역을 marking한다. 각각 

픽셀 차의 합으로 block 전체의 SAD cost 값을 계산하고, search 

range 내에서 block 전체 cost의 최소 값을 해당 block의 최종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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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저장한다. 

이 과정이 끝난 후 BMA를 한번 더 수행한다. 이전의 motion 

estimation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데, block 내에서 small object라고 

판단된 pixel에 대해서만 SAD cost를 구한다. 즉, 첫 번째 BMA에서 

high cost pixel로 판단된 pixel들의 SAD cost 값을 정해진 search 

range를 돌며 구하고, 그 값들의 합 중 최소 값이 현재 block의 SAD 

cost 값이 된다. 그리고 최소 값을 가지는 block의 위치가 small 

object의 motion vector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block 내 small 

object의 motion vector 추정이 가능하다. 즉, 2번의 motion 

estimation으로 block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primary MV와 small 

object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secondary candidate MV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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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 

 

3.1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의 문제점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은 block 내 small object의 움직임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motion estimation을 두 번 수행 해야 

한다. 즉, 두 번의 프레임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다. FRUC 시스템에서 

bottle neck은 메모리 영역에서 발생하고 두 번의 메모리 접근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 속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두 번의 motion 

estimation으로 발생하는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한 번의 motion estimation으로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성능차이가 크지 않는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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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 

 

추가 버퍼를 사용해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이상적으로 

같은 성능을 가지는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은 기존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두 번의 motion estimation 

수행 과정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레임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시스템의 속도 향상이 가능하다. 

한 번의 motion estimation으로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 제안 알고리즘은 픽셀 버퍼를 사용한다. 이 

픽셀 버퍼에 유용한 데이터를 선택 저장하고, 버퍼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small object의 MV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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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Block 내 high cost 픽셀과 해당 픽셀 버퍼 

 

그림 3.1은 8 x 8 block에서 high cost 픽셀과 해당 픽셀의 픽셀 

버퍼를 나타낸다. 8 x 8의 모든 픽셀에 픽셀 버퍼가 존재하나, 알고리즘 

최종 단에서 high cost 픽셀의 픽셀 버퍼 정보만 이용하므로 해당 

부분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제안 알고리즘은 search range 구간 별 SAD cost를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픽셀 cost가 특정 threshold 보다 클 경우 해당 픽셀을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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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영역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픽셀 중 cost 값이 버퍼 저장 

threshold 값 보다 작을 경우 해당 cost 값과 search range 좌표를 

버퍼에 저장한다. 이 과정을 모든 search range 구간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며 최종 단계에서 버퍼에 저장된 값으로 small object의 MV를 

추정한다. 

3.2.1장에서 제안 알고리즘의 자세한 동작 과정을 다루고 

3.2.2장에서는 픽셀 버퍼에 저장할 데이터의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3.2.3장에서 버퍼에 저장된 값을 이용하여 secondary candidate 

MV를 선택하는 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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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제안 알고리즘 동작 과정 

 

제안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쉬운 

설명을 위해 그림 3.2와 같은 조건으로 설명한다. 예시 조건에서 한 

block의 크기는 3 x 3, search range의 크기는 6, 각 픽셀의 버퍼 

크기는 3이고 high cost 픽셀로 판단하는 threshold 값은 150, buffer 

저장 기준 threshold 값은 30이다.  

 

 

그림 3.2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의 예제 조건 

 

Block 크기 3 x 3 

픽셀 수 9 

Search range 6 

한 픽셀 당 buffer 

크기 
3 

총 버퍼 크기 27 

Small object 검출 

threshold 
150 

버퍼 저장 기준 

threshol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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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안 알고리즘 예제 pseudo code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동작 코드는 그림 3.3과 같고 설명을 위해 총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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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단계 : SAD cost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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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earch range (0,0)에서 계산된 SAD cost 

 

맨 처음 search range의 좌표는 (0,0)이고 해당 영역에서 block 

내부의 각 픽셀들의 SAD cost 값을 계산한다. 총 9개 픽셀의 SAD 

cost 합이 해당 block의 전체 SAD cost가 되고 해당 값을 저장한다. 

예제에서 block SAD cost 값은 709이다. 계산된 픽셀 SAD cost 중 

high cost 픽셀 threshold를 만족하는 픽셀들을 체크한다. 예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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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위치의 픽셀이 high cost 픽셀이다. 

 

 

 

그림 3.6 2단계 : 픽셀 버퍼에 기준 만족 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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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Search range (0,0)에서의 SAD cost 및 search range 

좌표 저장 상태 

 

SAD cost 계산 후 픽셀 버퍼에 저장할 값들을 선별하고 저장한다. 

버퍼 저장 기준 threshold 이내의 cost 값들을 해당 픽셀 버퍼에 

저장하고 search range 좌표도 저장한다. 예제에서 버퍼 저장 기준 

threshold는 30이므로 그 기준 이내의 값을 가지는 (0,0), (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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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픽셀 버퍼에 현재 search range 좌표인 (0,0)과 해당 픽셀의 

SAD cost 값을 저장한다. 

 

 

 

그림 3.8 3단계 : block의 최소 SAD cost 및 search range 좌표 

결정, high cost 픽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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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Search range (0,0)에서의 최소 block SAD cost 값 및 

search range 좌표 저장 상태 

 

픽셀 버퍼에 데이터 저장이 끝나면 최소값을 가지는 block SAD 

cost를 판단하고 최소 cost 값과 그 때의 search range 좌표를 

저장한다. 예제에서는 첫 번째 탐색 구간이기 때문에 cost를 비교할 

다른 search range의 SAD cost가 없다. 따라서 최소 block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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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는 709이고 search range 좌표는 (0,0)이 된다. 최종 high cost 

marking 픽셀은 최소 SAD cost를 가지는 search range에서 high 

cost라고 판단된 픽셀이 되는데, 첫 번째 탐색 구간이기 때문에 비교할 

다른 search range의 cost가 없다. 따라서 1 단계에서 high cost 

픽셀이라고 판단한 (1,1), (1,2) 위치의 픽셀이 high cost 픽셀이 된다. 

 

그림 3.10 Search range (1,0)에서 계산된 SAD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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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high cost 픽셀 선택이 완료되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 그 

다음 search range 좌표를 탐색한다. 각각의 픽셀 SAD cost를 

계산하고 high cost 판단 기준을 만족하는 픽셀을 체크한다. 그리고 

픽셀 SAD cost의 합으로 해당 search range의 block SAD cost를 

계산하여 저장한다. 예제에서 block의 SAD cost는 656이고 high cost 

픽셀은 (0,0)과 (1,0) 위치의 픽셀이다. 

 

그림 3.11 Search range (1,0)에서의 SAD cost 및 search range 

좌표 저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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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ange 좌표 (1,0)에서의 SAD cost 계산과 high cost 픽셀 

체크가 끝나면, 버퍼 저장 기준 threshold로 픽셀 버퍼에 저장할 값들을 

선별하고 해당 cost 값과 search range 좌표 값을 저장한다. 예제에서 

버퍼 저장 기준 이내의 값을 가지는 (2,0), (0,1), (1,1) 위치의 픽셀 

버퍼에 현재 search range 좌표인 (1,0)과 해당 픽셀 위치의 SAD cost 

값을 저장한다. 

 

그림 3.12 Search range (1,0)에서의 최소 block SAD cost 값 및 

search range 좌표 저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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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rch range 좌표 (1,0)에서 픽셀 버퍼의 저장이 완료되면 최소 

block SAD cost를 결정하고 그 값을 저장한다. 이전 search range 

좌표 (0,0)에서 block의 SAD cost는 709였고, search range 

(1,0)에서의 block SAD cost는 656이므로 최소 block SAD cost는 

656으로, search range는 (1,0)로 교체하여 저장한다. 최종 high cost 

marking 픽셀은 최소 SAD cost를 가지는 search range 좌표에서 high 

cost라고 판단된 픽셀로 결정된다. 1단계에서 search range 좌표가 

(1,0)일 때, (0,0)과 (1,0) 위치의 픽셀을 high cost 픽셀로 

체크하였으므로 해당 픽셀을 최종 high cost 픽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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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Search range (2,0)에서 계산된 SAD cost 

 

Search range 좌표 (1,0)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search range 

(2,0) 좌표에서 1단계 SAD cost 계산부터 같은 과정들을 수행한다. 

예제에서 block SAD cost는 1053이고 high cost 픽셀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은 (2,0), (0,1), (1,1) 위치의 픽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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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Search range (2,0)에서 cost 및 search range 저장 

상태 

 

Search range 좌표 (2,0)에서 SAD cost 계산이 끝나면, 버퍼 저장 

기준을 만족하는 픽셀들의 SAD cost와 search range 좌표를 각 픽셀 

버퍼에 저장한다. 예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은 (0,0), (1,0), (2,1), 

(1,2) 위치의 픽셀이다. 위 그림에서 해당 픽셀 버퍼에 SAD co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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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ange 좌표 값들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과정이 완료되면 3단계의 최소 block SAD cost, search 

range 좌표 결정과 최종 high cost 픽셀들을 결정하는데, 예제에서 

search range 좌표 (2,0)의 block SAD cost가 1053으로 이전 search 

range 좌표의 block SAD cost보다 크기 때문에, 정보 교체 없이 이전 

search range 좌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림 3.15 Search range (0,1)에서 계산된 SAD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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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ange 좌표 (2,0)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search range 

(0,1)에서 1단계 SAD cost 계산부터 같은 과정들을 다시 수행한다. 

예제에서 block SAD cost는 1039이고 high cost 픽셀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은 (2,0), (1,1), (2,1) 위치의 픽셀이다. 

 

그림 3.16 Search range (0,1)에서 cost 및 search range 저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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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 cost 계산 완료 후, 픽셀 버퍼에 조건을 만족하는 정보들을 

저장한다. 버퍼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은 (1,0) (0,1), (0,2), (1,2) 

위치의 픽셀이다. 해당 픽셀의 버퍼에 각 픽셀의 SAD cost와 search 

range 좌표 (0,1)을 저장한다. 

이 과정 후 최종 high cost 픽셀을 결정하는데, 예제에서 search 

range (0,1) 좌표의 block SAD cost가 1039으로 이전 search range 

좌표의 block SAD cost보다 크기 때문에, 정보 교체 없이 이전 search 

range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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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Search range (1,1)에서 계산된 SAD cost 

 

Search range 좌표 (0,1)에서 모든 단계 완료 후, search range 

좌표 (1,1)에서 1 단계부터 이전 과정을 수행한다. 예제에서 block의 

SAD cost는 1166이고 high cost 픽셀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은 (0,1), 

(1,1) 위치의 픽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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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Search range (1,1)에서 cost 및 search range 저장 

상태 

 

SAD cost 계산 후, 버퍼 저장 조건을 만족하는 search range 

좌표와 픽셀 SAD cost를 해당 픽셀 버퍼에 저장한다. 버퍼 저장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은 (0,0)과 (1,0) 위치의 픽셀이다. 예제에서 (0,0)과 

(1,0) 위치의 픽셀 버퍼에 search range (1,1) 좌표와 해당 cost 값이 



 

 38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3 단계인 최소 block SAD cost, search range 

좌표 결정과 최종 high cost 픽셀을 결정한다. Search range (1,1) 

좌표의 block SAD cost가 1166으로 이전 search range의 block SAD 

cost보다 크기 때문에, 정보 교체 없이 이전 search range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high cost 픽셀은 (0,0), (1,0) 위치의 픽셀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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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Search range (2,1)에서 cost 및 search range 저장 

상태 

 

Search range (1,1) 좌표의 모든 단계 완료되면, search range 

(2,1) 좌표에서 같은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예제에서 계산된 block의 

SAD cost는 1294이고 high cost 픽셀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 위치는 

(0,0), (1,0),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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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픽셀 버퍼 데이터 저장 방법과 알고리즘 동작 

과정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은 추가 버퍼를 사용하여 

dual MV estimation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 이 추가 버퍼의 저장 

공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일정 threshold 이하의 cost를 가지는 해당 

SAD cost와 search range 좌표를 버퍼에 저장한다. 하지만 제한된 

버퍼의 공간이 다 찼을 경우, 버퍼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여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림 3.20 픽셀 버퍼 데이터 저장 방법 pseud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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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ange를 돌며 threshold 조건을 만족하는 search range 

좌표와 cost를 버퍼에 저장하는데, 제한된 버퍼의 저장 공간이 다 찰 

경우 cost 정보와 현재 block의 거리 정보를 활용하여 버릴 데이터를 

선택한다. 만약 버퍼 저장 조건을 만족하는 search range의 cost 값이 

버퍼 내에 저장된 cost의 최대값보다 작으면, 버퍼 안의 최대 cost 값과 

그에 해당하는 search range 좌표를 현재 버퍼 저장 조건을 만족하는 

cost와 그에 해당하는 search range 좌표로 교체한다. 만약 버퍼 내의 

최대 cost와 현재 버퍼 저장 조건을 만족하는 search range의 cost 

값이 같으면, 해당 search range의 거리 정보를 활용하여 더 가까운 

것으로 교체한다. 

 



 

 42 

 

그림 3.21 Search range (2,1)에서 cost 및 search range 저장 

상태 

 

이전 예시의 설명을 계속하면, SAD cost 계산 후, 버퍼 저장 조건을 

만족하는 search range 좌표와 픽셀 SAD cost를 해당 픽셀 버퍼에 

저장한다. 버퍼 저장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은 (0,1)과 (0,2) 위치의 

픽셀이다. (0,2) 위치의 픽셀 버퍼에는 아직 저장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픽셀의 SAD cost와 search range 좌표를 저장한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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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 cost는 29, search range 좌표는 (2,1)이다. (0,1) 위치의 픽셀의 

경우 이미 버퍼가 다 차있기 때문에 버퍼 내 SAD cost 값과 현재 

search range에서 계산된 SAD cost 값을 비교하여 버퍼 내 저장 값과 

교체할지를 판단한다. 버퍼 내 가장 큰 SAD cost 값과 비교하여 현재 

search range에서 계산된 픽셀 SAD cost 값이 더 작은 경우, 현재 

search range 좌표로 해당 값을 교체한다. 예제에서 (0,1) 위치의 픽셀 

버퍼에 저장된 값들 중 search range (1,0) 좌표의 SAD cost 값 24가 

가장 큰 값이다. 이 값과 현재 search range 좌표 (2,1)에서 계산된 

(0,1) 위치의 픽셀 SAD cost 값 11과 비교했을 때, 현재 SAD cost 

값이 더 작으므로 search range (1,0)의 정보들을 현재 search range 

좌표에서의 좌표 값과 SAD cost로 교체한다. 

이 과정이 완료된 후, 최소 block SAD cost, search range 좌표 

결정과 최종 high cost 픽셀을 결정한다. search range (2,1)의 block 

SAD cost가 1294로 이전 search range 좌표의 block SAD cost보다 

크기 때문에, 정보 교체 없이 이전 search range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최종 high cost 픽셀은 (0,0)과 (1,0) 위치의 픽셀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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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4단계 : 버퍼에 저장된 search range 횟수 및 cost 계산 

 

모든 search range 탐색 완료 후 마지막 4단계 과정을 수행한다. 

픽셀 버퍼에 저장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를 구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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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 선택 

방법과 알고리즘 동작 과정 

 

픽셀 버퍼에 search range 좌표와 cost 정보의 저장이 완료되면, 

제한된 버퍼에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를 구한다. 모든 픽셀의 버퍼를 보는 것이 아니라 high cost 

픽셀로 검출된 픽셀의 버퍼 정보를 이용한다. 

 

 

그림 3.23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의 secondary 

candidate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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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ost 픽셀 내 버퍼 값 중 가장 많이 나온 search range 

좌표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high cost 픽셀이 3개이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search range 좌표 수는 3개이다. 최빈 search range 좌표 값이 

한 개이면 그 것이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가 된다. 만약 

최빈 search range 좌표 값이 2개 이상이면, 해당 search range 

좌표들의 cost 합을 계산하고 그 중 작은 것이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가 된다. 나온 search range 좌표 횟수와 cost가 둘 다 

동일하면, 같은 것들 중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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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알고리즘 최종단계의 버퍼 저장 search range 좌표 및 

SAD cost 계산 

 

이전 예시를 계속 설명하면, 모든 픽셀의 버퍼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high cost 픽셀로 결정된 픽셀들의 버퍼 정보를 

이용한다. Secondary candidate 선택 시 high cost 픽셀 버퍼 내 

search range 좌표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을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로 결정한다. 예제에서는 최종 high cost 픽셀의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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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므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search range 좌표 수도 두 개이다. 

해당 픽셀 버퍼에서 search range 좌표 (0,0)과 (0,1)이 총 한 번씩 

나왔고 search range 좌표 (2,0)과 (1,1)이 두 번씩 나왔다. 빈도가 

제일 많이 나온 search range 좌표가 (2,0)과 (1,1)이므로 search 

range 좌표 횟수로는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를 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두 번째 판단 기준인 SAD cost 합으로 판단한다. 둘 

중에 각 search range 좌표의 SAD cost 총 합이 작은 것을 최종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로 결정하는데, search range 좌표 

(2,0)의 SAD cost 합은 21, search range 좌표 (1,1)의 SAD cost 

합은 3이므로 최종적으로 search range 좌표 (1,1)이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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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최종 BMA motion vecto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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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최종 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 결과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 block SAD cost를 가지는 search range 좌표를 block의 motion 

vector로 결정한다. 그림 3.25에서 search range 좌표 (1,0)이 

block의 BMA motion vector가 된다. 반대로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search range 좌표 (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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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candidate motion vector 결정이 가능하다. Block 내 과반이 

넘지 않는 물체가 있을 경우 그 물체는 search range 좌표 (1,0)의 

motion vector보다 search range 좌표 (1,1)의 motion 방향을 가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상위 레벨에서 full search BMA 수행 시 small 

object의 정확한 motion vector 추출이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의 성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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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실험 구현 및 평가 방법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 영상은 full HD 크기로 총 4개이다. 

테스트 영상 모두 small object의 움직임이 있는 영상이다. 실험 구현의 

경우 visual studio 2010 버전을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사용 언어는 

C++와 C이다. Open CV는 2.4.9 버전을 사용하였다. 

 

 

(a) Tennis_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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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im_Ball 

 

(c) Soccer_Ball 

 

(d) BasketballDrive 

그림 4.1 실험 테스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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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estimation은 hierarchical ME를 사용하며 pyramid level은 

4이다. Block의 크기는 8 x 8이며 search range는 가로 16, 세로 8로 

총 561 크기를 가진다. 

성능 평가를 위해 motion vector 오차율, PSNR, partial PSNR 

그리고 추가 버퍼 메모리 비율을 성능평가 지표로 사용한다. 성능 평가 

비교 대상은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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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버퍼 크기에 따른 실험 결과 

 

픽셀 당 버퍼 크기 변화에 따른 MV 오차율로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인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비교 대상인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성능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에서 버퍼 저장 

기준 threshold 값은 300으로 하였다. 

 

픽셀 당 

버퍼  

크기 

MV 오차율 (%) 

Tennis 

Ball 

Rim 

Ball 

Basketball 

Drive 

Soccer 

Ball 
Average 

1 0.722 0.389 5.490 1.043 1.911 

2 0.674 0.319 4.976 0.894 1.716 

4 0.500 0.181 4.410 0.758 1.462 

8 0.319 0.069 3.812 0.546 1.187 

16 0.160 0.056 2.951 0.329 0.874 

32 0.042 0 2.149 0.068 0.565 

64 0 0 1.434 0.019 0.363 

128 0 0 0.806 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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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0 0 0.278 0 0.070 

512 0 0 0 0 0 

표 5.1 테스트 영상의 픽셀 버퍼 크기 별 오차율 

 

Tennis_Ball 영상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small object의 

움직임이 위, 아래, 양 옆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표를 

통해 해당 영상에서 버퍼 크기가 증가할수록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im_Ball 영상의 경우 배경 부분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 공이 

날아와 농구 골대에 여러 번 맞으며 튕겨 나오는 영상이다. 배경 

전체에서 공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전체적으로 오차율이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버퍼 크기가 작은 경우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만 버퍼 크기가 

증가할수록 오차율이 감소하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Soccer_Ball 영상은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이고, 특정 구간에서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또한 빛에 의해 공 색깔의 변화가 

나타난다. 해당 영상의 경우 이전 2개의 테스트 영상보다 오차율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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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이는 빛의 변화와 물체의 큰 움직임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영상도 버퍼 크기가 증가할수록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asketballDrive의 영상의 경우 카메라의 움직임이 빠르고 영상 내 

물체의 움직임이 복잡하면서 크다. 전체적으로 영상 움직임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motion vector 추출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3개의 

테스트 영상과 달리 오차율이 높게 나왔다. 하지만 결과의 경향성은 

이전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오차율 변화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도 버퍼 크기가 증가할수록 오차율이 줄어들며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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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픽셀 버퍼 증가에 따른 평균 오차율 변화 

 

위의 그래프는 버퍼 크기 별 평균 오차율을 나타낸다. 버퍼 크기가 

커질수록 제안 알고리즘이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버퍼 크기가 16 이상일 때, 제안 

알고리즘은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1% 이하의 오차율을 

보인다. 다음 장에서 추가 버퍼 메모리 사용에 따른 기존 대비 메모리 

증가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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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필요 버퍼 메모리 크기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은 추가의 픽셀 버퍼를 

사용하므로 제안 알고리즘 적용 전 FURC 시스템의 내부 필요 버퍼 

대비 제안 알고리즘 적용 시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추가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용  

frame 수 

ME 수행 시 필

요 bits 

Width 

block 수 

Height 

block 수 

MV 방

향 

Block 정보 

저장 시  

필요 bits 

3 12 kbits 240 136 2 93 bits 

표 5.2 FRUC 시스템의 필요 버퍼 크기 계산에 필요한 요소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적용 전 FRUC 시스템 내부 필요 

버퍼 크기는 총 745KB 이다. 계산 시 필요 요소는 위의 표와 같고 3 * 

12 + 240 * 136 * 2 * 93 = 745 KB을 통해 내부 버퍼 크기가 

계산된다. 3 * 12 는 ME 수행 시 필요한 픽셀들의 bits를 나타내고 

최종 보간 영상을 얻기 위해 Full HD 영상 기준 총 240 * 13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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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이 필요하다. 해당 block의 경우 occlusion/reveal 정보와 위치 

정보, cost 정보 등등으로 인해 block 당 93 bits가 필요하며 forward, 

backward 방향으로 총 두 개의 보간 이미지를 생성한 후 최종 보간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2를 곱한다.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의 적용 시 추가 버퍼 메모리 

크기는 (block 크기) * (픽셀 수) * (좌표 저장 bits) * (cost 저장 

bits)로 계산된다. Search range 좌표 저장을 위해 10bits가 필요하고, 

SAD cost의 경우 8 bits가 필요하다. 픽셀 당 버퍼 크기에 따른 추가 

버퍼 메모리 크기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픽셀 당  

버퍼 크기 

추가 버퍼  

메모리 크기 

(Byte) 

추가 버퍼 

 메모리 비율 

(%) 

1 144 0.02 

2 288 0.04 

4 576 0.08 

8 1.125K 0.15 

16 2.25K 0.30 

32 4.5K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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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9K 1.21 

128 18K 2.41 

256 36K 4.83 

512 72K 9.66 

표 5.3 픽셀 버퍼 크기 별 추가 버퍼 메모리 크기 및 비율 

 

제안 알고리즘 적용 시 추가 필요 버퍼 메모리의 크기는 기존 사용 

버퍼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픽셀 버퍼 

크기가 16일 때,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 MV와 1% 이내의 

오차율을 가지지만 추가 버퍼 메모리 비율은 0.3%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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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안 알고리즘 적용 전, 후의 PSNR 및 MC 결과 

비교 

 

이 장에서는 block 기반 hierarchical estimation과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 적용 후의 결과를 비교한다. 성능 평가 

요소로는 PSNR과 partial PSNR 그리고 FRUC로 합성된 이미지 결과를 

이용한다. Partial PSNR은 영상에서 small object 영역의 PSNR이다. 

실험을 위해 제안 알고리즘의 픽셀 버퍼 크기는 64로 지정하였다. 

 

 

평균 

PSNR 

(dB) 

Tennis Ball Rim Ball 

적용 전 적용 후 Δ 적용 전 적용 후 Δ 

Partial 

PSNR 
13.22 14.55 +1.33 15.99 17.52 +1.53 

Total 

PSNR 
33.98 34.16 +0.18 32.00 32.25 +0.25 

표 5.4 Tennis Ball과 Rim Ball 영상의 평균 P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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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PSNR 

(dB) 

Soccer Ball BasketballDrive 

적용 전 적용 후 Δ 적용 전 적용 후 Δ 

Partial 

PSNR 
20.46 21.54 +1.08 16.22 18.61 +2.39 

Total 

PSNR 
36.96 37.32 +0.36 28.97 29.09 +0.12 

표 5.5 Soccer Ball과 BasketballDrive 영상의 평균 PSNR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평균 total PSNR과 평균 partial 

PSNR이 기존 block 기반 hierarchical estimation보다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평균 total PSNR은 0.23dB 

개선되고, 평균 partial PSNR은 1.58dB 개선된다. 

정량적 지표 외 시각적 판단 기준으로 원본 이미지와 합성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한다. 제안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영상 내 small object의 

MV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보간 생성 이미지에서 small object가 

2개로 보이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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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Tennis Ball, Rim Ball 영상의 합성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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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occer Ball, BasketballDrive 영상의 합성 결과 이미지 

 

그림 4.3과 그림 4.4에서 block 기반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보다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을 적용 했을 

때, 합성 이미지에서 small object의 형태가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내에서 small object는 공이고 합성된 영상이 block 기반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을 적용한 결과이다. 제안 방법 적용 

전은 합성 영상에서 공이 2개로 보이지만, 제안 방법을 적용하면 촬영된 

영상과 흡사하게 합성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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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Block 기반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 방법은 영상 내 small 

object의 MV 추정이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primary MV와 

secondary candidate MV를 추정할 수 있는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은 2번의 

ME 수행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가진다. FRUC 시스템에서 bottle 

neck은 메모리 영역에서 발생하고 2번의 ME 수행으로 인한 2번의 

메모리 접근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1번의 ME로 dual MV estimation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1번의 ME 수행을 위해 제안 알고리즘은 픽셀 버퍼를 사용하고 이 

버퍼에 유용한 데이터를 선택 저장하는 방법과 버퍼 내 저장 정보를 

통해 secondary candidate MV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제안 알고리즘은 dual MV estimation 대비 

0.36%의 MV 오차율을 가지며 이 때의 추가 버퍼 증가율은 1.21%이다. 

또한 block 기반 hierarchical estimation 대비 평균 partial PSN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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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dB가 개선되며, 평균 PSNR은 0.23dB 개선된다. 

제안 알고리즘 적용 시 하드웨어 추가 버퍼 비율은 크게 증가되지 

않으며 dual MV estimation의 MV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안 알고리즘은 1번의 ME로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추가 버퍼 메모리도 기존 시스템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Dual MV estimation 알고리즘과의 비교 외 block 기반 

hierarchical ME 방법과의 비교에서 제안 알고리즘 적용 시 평균 

PSNR이 적용 전보다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상 

내 small object 영역의 경우 평균 partial PSNR이 더 크게 향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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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ngle-Pass Estimation of the 

Secondary Motion Vector in  

Frame Rate Up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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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frame rate of commercial display panels has been 

increased up to 120~240Hz. So the frame rate up conversion 

techniques that increase the video frame rate are widely used. 

FRUC is a technique that increases the temporal continuity of 

images using adjacent frames in a video. Lately, in order to improve 

the image quality of the interpolation image, motion-compensated 

(MC) FRUC technology that generates an interpolation fram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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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motion of the objects in the image is in the spotlight. 

For performing the motion estimation necessary for MC-FRUC, 

complex computation is required and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hardware. That is, the motion estimation required for FRUC greatly 

increases the cost of the entire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lgorithm for FRUC that is easy to implement hardware.  

In order to reduce the computational cost, block-based motion 

estimation has been performed. But when the size of the target 

object is smaller than some block size, it is difficult to generate the 

motion vector properly. To solve this problem, dual MV estimation 

algorithms was proposed but it need to access the frame memory 

twice, since ME needs to be performed twic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number of memory accesses that occur in 

twice ME. To do so, the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algorithm 

with no performance difference compared to the dual MV estimation 

algorithm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algorithm has 0.36% MV error rate with dual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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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algorithm when it has 64 buffer size per pixel, and the 

required buffer memory is increased by 1.21%. In addition, the 

average partial PSNR is improved by 1.58dB compared with the 

hierarchical estimation, and the average PSNR is improved by 

0.23dB. 

 

Keywords : Frame Rate Up Conversion, FRUC, Motion Estimation, 

Single pass dual MV estimation, Secondary MV 

Student Number : 201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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