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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HEVC 인코더에서 시간적으로 인접한 picture 간에 상관성이 높은 

점을 이용하는 inter prediction 연산의 대부분은 reference picture에서 

현재 block과 움직임이 유사한 prediction unit (PU)을 찾는 과정인 

Integer Motion Estimation (IME)이 차지한다. 최근에 제안된 IME 

알고리듬[4]은 HM 경우와 같이 TZ search 알고리듬 기반이지만 

bottom-up 탐색 방법을 이용하여 motion vector predictor를 찾는데 

기존 top-down 방식 대비 BD-rate은 0.03% 증가하였고 IME의 계산 

복잡도는 25.3%로 감소하였다. 

본 논문은 bottom-up IME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되 가장 작은 

CU의 IME에 적용된 TZ search 알고리듬을 LSH(locality sensitive 

hashing) 기반 search 방법으로 대체하여 코딩효율의 저하 없이 IME의 

복잡도를 더 줄이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한 

hash-based IME 알고리듬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인 hash key generation에서는 입력 영상의 각 pel을 upper-

left로 갖는 4x4 block의 pel값 평균을 구한 뒤, pel값 분포를 고려하여 

hash key를 생성한다. 두 번째 단계인 hash table building에서는 앞서 

생성한 hash key에 해당하는 bucket에 element를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IME 수행 시 RD-cost의 rate에 해당하는 값이 AMVP에 

가까울수록 작다는 점에 착안하여 hash table을 picture 단위가 아닌 

CTU단위로 만들었으며,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카테고리를 나눈 뒤 

해당 정보를 hash 4x4 block의 위치 정보와 함께 저장하였다. 마지막 

hash-based search 단계에서는 우선 AMVP 주변 CTU의 hash 

table을 찾은 후 현재 block으로부터 생성한 hash key에 해당하는 

bucket을 찾는다. 이후, bucket의 element 중에서 탐색 범위 안에 

위치하며 현재 block의 카테고리와 동일한 참조 block에 대해 RD-

cost를 계산하여 움직임을 예측한다. 이에 더하여 bottom-up 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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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을 4x4 block에도 적용하여 IME의 복잡도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HEVC 공통 실험 조건의 Class B 시퀀스(BasketballDrive, 

BQTerrace, Cactus, Kimono, ParkScene), Low Delay P (LDP) 

환경에서 QP값 12, 14, 16, 18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성능 

측정은 HM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한 hash-

based IME 알고리듬은 bottom-up 방식과 동일한 BD-rate에서 IME 

연산 복잡도가 HM 대비 44.6%로 감소하였다. 반면, BD-rate을 

0.07%로 증가시킨 경우는 압축 결과물에서 육안으로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없었지만, IME 연산 복잡도는 HM 대비 16.7%로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4x4 block에도 bottom-up IME 알고리듬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bottom-up 방식과 동일한 BD-rate에서 IME 연산 복잡도가 

HM대비 24.7%로 감소하였다. 반면, BD-rate을 0.04%로 증가시킨 

경우는 IME 연산 복잡도가 HM 대비 13.7%로 감소하였다. 

 

주요어 :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Inter Prediction, 

Integer Motion Estimation, Hash Function, Hash-based 

Search 

학  번 : 2016-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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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은 이전 비디오 압축 표준인 

H.264/AVC 대비 약 35% ~ 50% 부호화 효율을 갖는 비디오 압축 

표준으로 HD급 영상과 UHD급 영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하여 전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H.264/AVC 표준은 스마트 폰, 

IPTV, DTV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동영상 압축에 사용되지만 

고해상도 및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데이터 량이 물리적인 

전송 송로의 데이터 폭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초부터 ITU-T VCEG (Video Coding Expert Group)과 

ISO/IEC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여 2013년 1월 최종 표준안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를 완성하였다. 

 HEVC는 목표로 하는 영상의 크기가 H.264/AVC보다 커진 만큼 

더욱 복잡한 알고리듬이 적용되었다. 먼저 HEVC에는 64x64 pixel의 

다 계층 코딩 트리 구조 (CTU: Coding Tree Unit)가 도입되었다. 

CTU는 코딩 유닛 (CU: Coding Unit)으로 분할되며 그 크기는 32x32, 

16x16, 8x8의 다양한 크기를 지원한다. 이는 H.264/AVC의 16x16 

pixel 크기 단일 계층 매크로 block (MB: Macro Block)과 구별된다. 

또한, H.264/AVC의 예측 단위는 16x16, 8x8 그리고 4x4 크기를 

지원하는 반면에 HEVC는 64x64 에서 4x4 크기까지 지원하며, 

asymmetric 분할을 지원하여 더욱 세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였다[3]. 결과적으로 HEVC의 인코더 복잡도는 H.264/AVC 대비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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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M 인코더의 각 모듈 별 복잡도 비율 

 

그림 1은 Class B의 Kimono, ParkScene, Cactus, BasketballDrive, 

BQTerrace 5 개 시퀀스에 대해 인코딩 시간을 기준으로 각 부분별 

연산 복잡도를 나타낸 것이다[2]. 이 중에서 inter prediction의 연산 

복잡도는 약 72.5%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integer motion 

estimation의 연산 복잡도는 전체의 약 18%를 차지한다. 

Hashing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항목을 색인 하고 검색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보다 작은 크기의 table로 매핑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관리 기법이다. 먼저 각 데이터는 짧은 길이의 key로 

변환 후 table에 저장된다. 이후 탐색 과정에서는 key를 이용하여 

table의 원래 값을 찾는다. 각 데이터는 hash 함수를 통해 table의 어느 

곳에 위치할지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7]. 

본 논문에서는 HEVC 인코더 inter prediction의 integer motion 

estimation 수행 과정에 hashing 방법을 적용하여 TZ search 

알고리듬과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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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Tae Sung Kim은 inter prediction의 integer motion estimation 

(IME) 알고리듬의 탐색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4]. 해당 

알고리듬은 bottom-up 순서로 smallest CU는 HM의 TZ search 

알고리듬으로 동작하며 그보다 계층적으로 높은 CU는 계층적으로 낮은 

CU의 MV들을 motion vector predictor (MVP)로 설정한 뒤, 좁은 

범위를 search하여 적은 코딩 효율 저하로 복잡도를 감소시켰다. 이때, 

HM 인코더에서 채택된 fast 알고리듬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 

fractional motion estimation (FME)와 merge mode는 top-down 

순서를 유지하였다. 또한, 기존 HEVC 표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bottom-up MVP는 IME에만 적용하였다. 

B. Li는 16 bit CRC hash key를 이용하여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5]. 해당 방법은 CRC 기반으로 hash key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코딩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TZ search 알고리듬을 대체하여 이용하지는 못하고 함께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W. Zhu는 8 bit DC와 8 bit CRC 

2개로 총 24 bit hash key를 만들어 TZ search를 대체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6]. 해당 방법은 B. Li의 방법보다 코딩 효율은 

증가하였지만, 복잡도가 TZ search 대비 10~20 배로 매우 커져 TZ 

search를 대체하여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E 알고리듬의 연산 복잡도를 감소시킨 [4]의 

bottom-up 구조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smallest CU의 TZ search 

알고리듬을 hashing 방법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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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HM 인코더의 inter 

prediction과 [4]의 bottom-up motion vector prediction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선 HM 인코더에서 inter prediction은 전체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 후, integer motion estimation (IME)의 연산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는 hashing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hashing을 

비디오 인코딩에 적용한 기존 연구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hash-based integer motion 

estimation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제안하는 알고리듬에서 이용하는 

hash key generation과 hash table building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hash-based integer motion vector search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또한, bottom-up 방식을 4x4 block까지 확대 적용하여 IME 연산 

복잡도를 감소시킨 내용을 서술하였다. 5장에는 시도한 hash-based 

search 알고리듬의 성능 평가 결과를 서술하였으며, 6장은 결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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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HM 인코더의 Inter Prediction과 

Bottom-up Motion Vector prediction 

 

 

2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1에서는 HM 인코더의 inter 

prediction을 다룬다. 2.1.1은 merge estimation, 2.1.2은 advance 

motion vector prediction (AMVP) 그리고 2.1.3에서는 IME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IME의 연산 복잡도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FME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였다. 2.2는 [4]에서 제안한 

bottom-up motion vector prediction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1 HM 인코더의 Inter Prediction 

 

 

화면 간 예측 (Inter Prediction)은 시간적으로 인접한 picture들 간 

동일 위치의 block들은 상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현재 block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Inter prediction은 reference picture list에서 현재 picture와 

reference picture간의 POC 차이가 적은 picture는 현재 block과 

확률적으로 가장 유사한 움직임 정보를 보유한 block이 있다는 

가정하에 reference picture를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 block에 

대해 motion estimation을 수행하여 하나의 예측 block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후 예측 block과 현재 block 간의 차분 

신호와 움직임 벡터로 표현된 상대적인 위치 정보는 양자화를 통해 

부호화 한다. 

Inter prediction에서 하나의 slice는 P-slice (predictive slice)와 

B-slice (bi-predictive slice)로 구분한다. P-slice에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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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unit (PU)는 한 개의 reference picture list에서 reference 

picture를 선택하는 단방향 예측 (Uni-directional prediction)만을 

수행한다. B-slice의 PU는 reference picture list 2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양방향 예측 (Bi-directional prediction)과 단방향 예측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Inter prediction에서 CU block은 PU로 분할 되는데 CU가 코딩의 

기본 단위 block이라면 PU는 예측의 기본 단위로 단일 계층 다수의 

분할 모드로 구성 되어 있다. Inter prediction에서 PU는 CU로부터 

7개의 모드(2Nx2N, 2NxN, Nx2N, 2NxnU, 2NxnD, nLx2N, 및 

nRx2N)로 분할 가능하다. 

 

START 
Inter prediction

INTER_NxN

INTER_Nx2N

INTER_2NxN

TestAMP? INTER_2NxnDINTER_2NxnU

INTER_nRx2N INTER_nLx2N

Yes

xCompressCU xCompressCU xCompressCU xCompressCU

Recursive call

INTER_2Nx2N

No

AMVP cand. list

Motion estimation

Merge estimation

encode residual & 
calc. Full RDcost

compare RDcost &
select Best mode

for each PU partition

Grid Search

Raster Search

Star Refinement

2Nx2N 
merge and SKIP

motion 
compensation

encode residual & 
calc. Full RDcost 

compare Rdcost & 
select Best mode

 merge cand. list
construction

for all reference pictures

integer ME

fractional ME

 

그림 2. HM 인코더의 inter prediction flow chart 
 

그림 2는 HM 인코더에서 inter prediction의 전체 수행 동작의 

흐름을 보여준다. 각 CU 분할 별로 Inter prediction이 수행 되면 각 

PU 분할 모드 별로 skip, merge, 그리고 AMVP 모드로부터 예측 

block의 움직임 벡터를 예측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우선 skip 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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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lock의 크기가 2Nx2N일때, 현재 block의 움직임 정보와 동일한 

움직임 정보를 갖는 후보 (candidate)에 대해 차분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면 inter prediction 동작을 종료하여 빠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2Nx2N CU는 전체 분할 모드에서 평균 약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2Nx2N에 대해서만 AMVP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빠른 동작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Merge 모드는 현재 block 움직임 

정보와 동일한 움직임 정보를 갖고 있는 시·공간적 이웃 block의 

정보를 이용하여 예측 block을 생성한다. AMVP 모드는 앞서 설명한 

skip과 merge 모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재 block의 움직임 벡터와 

가장 유사한 움직임 벡터를 갖는 AMVP candidate을 선택하여 ME와 

motion compensation (MC)과 같은 예측 연산을 수행하여 예측 

block을 생성한다. 

2장 초두에 서술한 것과 같이 2.1.1은 merge estimation, 2.1.2은 

advance motion vector prediction (AMVP) 그리고 2.1.3에서는 

IME에 대해 설명한다. 

 

 

2.1.1 Merge Estimation 

 

 

Merge estimation에서는 prediction을 이미 수행한 인접 block을 

탐색하여 merge candidate를 구성한 뒤 MV를 구하고, SATD 기반의 

Low complexity RD cost를 이용하여 cost 비교 후 merge block을 

선택하고 해당 정보를 merge index로 시그널링한다. 

Maximum candidate list의 수는 slice header로 전송된 syntax 

element (SE)인 five_minus_max_num_merge_cand를 통해 1~5의 

값을 받을 수 있으며, HM의 default는 5로 설정되어 있다. 5개 

candidate는 spatial candidate가 최대 4개, temporal candidate는 최대 

1개를 사용한다. 그림 3은 merge candidate list의 구성 과정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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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다. 

Spatial merge candidates derivation
with redundancy check

Temporal merge candidate derivation

Construct merge candidate list with availability check 

Max 4 candidates Max 1 candidate

#Merge candidates = 
MaxNumMergeCand   

Combined bi-predictive merge candidates derivation

Zero motion vector merge candidates derivation

Merge candidate list construction done

No

Yes

Yes

No

Merge candidate list construction start

Yes

No

Basic merge candidate

Additional merge candidate

#merge candidates = 
MaxNumMergeCand   

B-slice ?

 

그림 3. Merge candidate list의 구성 

 

Merge candidate list 구성 과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는 

spatial, temporal merge의 basic merge candidate이며, 둘 째는 

combined bi-predictive, zero motion vector merge의 additional 

merge candidate이다. Basic merge candidate 구성 시 각각의 spatial, 

temporal merge candidate는 availableFlag를 확인하여 available한 

경우에 list가 구성된다. Merge는 현재 block이 인접 block들과 motion 

정보가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merge candidate list를 구성할 

때 PU의 분할 모양에 따라 공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block들을 

우선적으로 merge candidate list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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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A1

A0

B2 B1 B0

1) A1 : No duplication compare

3) B0 : Compare with B15) B2 : Compare
with A1 and B1

2) B1 : Compare
with A1

4) A0 : Compare
with A1

Spatial merging candidate construction order :
A1→B1→B0→A0→B2  

그림 4. 현재 PU의 neighbor block 

 

그림 4와 같이 현재 PU 주변의 5개 block을 A1, B1, B0, A0, B2의 

순서로 중복과 available 여부를 확인하면서 최대 4개까지 merge 

candidate list에 추가한다. 

 

Current
PU

Collocated
PU

C1

H

T-1 T Time
 

그림 5. Temporal merge candidate search 과정 

 

만약, 공간적으로 인접한 block에서 candidate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인접한 block에서 candidate 탐색을 수행 하며 그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Collocated PU는 reference picture에서 현재 

PU에 대응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PU를 의미한다. 시간적 candidate은 

예측 성능을 고려하여 H block , C1 block 순서로 추가한다. 

시간적, 공간적 인접 block에서 candidate를 찾아도 5개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candidate list에 추가되어 있는 후보의 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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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를 채우게 된다. 이 과정을 combined bi-predictive candidate라 

한다. 만약, 이 경우에도 candidate list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zero 

motion vector를 추가한다. Candidate 추가 과정에서 최대 candidate 

개수인 5개에 도달하게 되면 candidate list 구성 과정은 종료한다. 이 

후 가장 낮은 RD-cost 값을 갖고 있는 candidate이 최적의 merge 

candidate로 선택된다. 

 

 

2.1.2 Advance Motion Vector Prediction (AMVP) 

 

 

AMVP는 현재 block과 공간적, 시간적으로 인접한 block으로부터 

motion vector candidate을 탐색하여 후보 리스트에 추가하고 각 

후보들끼리 RD-cost을 비교하여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merge estimation과 유사하다. 다만, merge 

estimation이 움직임 벡터, reference picture의 번호, 단방향 또는 

양방향 PU를 부가적인 연산없이 최적 merge candidate로부터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대신에 AMVP는 선정된 candidate의 위치를 초기 

위치로 하여 motion estimation을 수행한 후 이를 통해 최적의 움직임 

벡터를 찾는 과정을 추가로 수행한다. 그림 6은 AMVP candidate list의 

구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MVP에서 공간적 후보 위치는 merge estimation과 동일 위치를 

이용하며 candidate list에 2개 후보를 추가한다. HEVC 표준에서는 

현재 PU의 왼쪽 후보에서 1개, 위쪽 후보에서 1개를 추가한다. 만약 

현재 PU와 이웃 PU가 같은 reference picture list를 이용하지만 다른 

reference picture를 참조하고 있거나, 이용하는 reference picture 

list와 참조 reference picture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각 candidate을 

스케일링 후 추가한다. AMVP candidate list에 최대 2개 candidate이 

채워질 때까지 A0  A1  scaled A0  scaled A1  B0  B1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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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ide redundancy check  scaled B0  scaled B1  scaled 

B2  temporal H  temporal C  zero motion vector의 순서로 추가 

후 merge estimation과 동일하게 RD-cost 비교를 통해 최적의 AMVP 

candidate를 선정한다. 

 

Spatial AMVP candidates 
one for left, another for above

Temporal AMVP candidate derivation

Redundancy check for 
left and above side candidates 

Max 2 candidates

Max 1 candidate

Zero motion vector AMVP candidate 
derivation

AMVP candidate list construction done

No

AMVP candidate list construction start

#AMVP candidates = 
AMVPMaxNumCand   

Yes

 

그림 6. AMVP candidate list 구성 과정 

 

 

2.1.3 Integer Motion Estimation 

 

 

AMVP candidate list에서 선택된 AMVP의 최적 candidate은 motion 

estimation의 초기 위치로 지정 한다. 이 후 Uni-prediction이면 1개 

reference picture의 integer-pel에 대해 test zone search (TZ 

search) [10] 방법을 이용해 IME를 수행하고, Bi-prediction인 

경우에는 2개 reference picture에 TZ search를 수행한다. 

TZ search 알고리듬은 정해진 탐색 영역의 모든 integer-pel 위치에 

대하여 탐색을 하는 대신 그림 7과 같이 diamond search 혹은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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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를 우선 수행한다. Grid search는 탐색 차수 별로 4 개 혹은 8 

개의 탐색 위치에 대해서만 최적 integer-pel 위치를 찾는 방법이다. 

최초 3 차수를 탐색하여 초기 위치 대비 최적 위치가 갱신되지 않으면 

탐색은 종료되며 최적 위치가 갱신되면 다시 3 차수를 탐색한다. 이 

과정을 search range 64 pixel 안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 최적으로 

판단된 integer-pel의 위치가 초기 위치로부터 5 pixel 이상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것은 움직임의 크기가 커서 초기 탐색을 시작한 

위치보다 멀리 있는 영역에서 최적의 움직임 벡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때는 search range를 균등하게 샘플링 하여 raster 

search 방법으로 최적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를 시작점으로 star 

refinement를 수행하게 된다. Star refinement는 grid search 방법과는 

다르게 최적 위치로 찾아진 위치의 탐색 거리가 0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TZ search 알고리듬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integer-

pel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Motion 
Vector

Prediction

Grid
Search

Raster 
Search

Star
Refinement

IME : test zone search

FME 

Motion Vector Prediction

 

그림 7. IME의 test zone search 과정 

 

TZ search의 첫 번째 search 방법인 격자 탐색의 마지막 단계에는 

최적 integer-pel의 거리가 초기 위치로부터 0 혹은 1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 그 거리가 0이면 TZ search 과정을 종료하고 1이면 

그림 8의 1 차수 혹은 2차수 중 거리가 1인 integer-pel 위치 중 

하나가 최적 위치임을 의미한다. 이 때는 아직 탐색하지 않은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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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에 대해서도 탐색하는 2 point search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탐색 

차수 1의 4개 pixel과 탐색 차수 2의 거리가 1인 4개 pixel의 위치가 

최적의 integer-pel로 선택이 될 경우 아직 탐색하지 않은 2개 point에 

대해 추가 search를 수행하는 것이다. 

 

0 d=1

d=1

d=1

d=1

d=1

d=1 d=1

d=1

0 1

1

1

1

2

2 2

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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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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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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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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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Z search 알고리듬의 grid search에서 각 탐색 차수 별 

integer-pel 탐색 위치와 1pixel 거리의 integer-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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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ultiple Motion Vector Predictor with Bottom-up Motion 

Vector Prediction 

 

 

HEVC에 새롭게 채택된 merge mode로 인해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AMVP)를 이용한 ME의 선택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HEVC에서 지원하는 highly flexible block partitioning 구조로 인해 

IME는 여전히 큰 연산 복잡도를 갖고 있다[3]. Tae Sung Kim은 기존 

HM의 top-down IME 구조를 bottom-up 구조로 바꾸었고, multiple 

MVP를 적용하여 IME의 연산 복잡도를 감소시켰다. 2.2에서는 [4] 

알고리듬의 IME에 적용된 bottom-up 구조와 기존의 search 

range보다 작은 범위를 multiple MVP를 이용하여 search하는 방법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 

HM에서는 AMVP는 5개 spatial candidates와 2개의 temporal 

candidates 그리고 여분의 zero vector 중에서 2개 candidates를 

선정하고 이 중에서 best MVP를 선택한다. Motion search에서는 1개의 

predictor에 대해서 탐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안한 알고리듬 보다 넓은 

범위를 탐색한다. 이 값은 HM에서 default로 64가 설정되어 있다. 반면, 

[4]의 알고리듬은 smallest CU가 아닐 때(CTU 크기 64x64를 

기준으로 CU depth가 3인 경우), 기존 AMVP candidate에 lower 

depth PU의 motion vector 정보를 candidates로 추가하였고, 이를 

bottom-up MVP (BMVP)라 하였다. Motion search의 경우에 best 

predictor 1개 대신 multiple motion vector predictors에 대해 좁은 

범위를 탐색한다. 그림 9는 Kim이 제안한 IME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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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Picture

Current 

PU

Search Range

Conventional Motion Search

Large Search Range using a

Single Motion Vector Predictor

Reference Picture

Current 

PU

Proposed Motion Search

Narrow Search Range using

Multiple Motion Vector Predictors

Proposed

Motion Vector Prediction

+

Advanced

Motion Vector Prediction

TemporalSpatial Zero

Conv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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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Vector Prediction

Current PU

(Depth d)

Lower 

Depth PU
(Depth d+1)

Additional (Proposed)

 

    (a) Kim이 제안한 IME     (b) motion search strategy 

그림 9. Kim이 제안한 IME 방법 

 

그림 10은 multiple MVP에서 하위 depth의 MV를 가져오는 inter-

prediction의 예시를 나타낸 그림이다. 기존 HM에서는 depth d에서 

AMVP로 (5,2)가 MVP로 선택된 경우 TZ search 알고리듬을 통해 

IME를 수행하였다. 반면, [4]에서는 bottom-up 구조가 적용되어 

depth d+1의 각 block의 MV (5,2), (5,4)가 depth d의 multiple 

MVP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기존 AMVP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5,2)는 BMVP list에 추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depth d에서는 

MVP (5,4)와 (5,2)를 이용하여 motion search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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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4)

(5,2)(5,2)

(5,2)
(5,4)

Depth d

Depth d+1

 

그림 10. Depth d와 d+1의 inter-prediction 예시 

 

위에서 설명한 MVP 유도 과정을 flow chart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Smallest CU인 경우에는 하위 depth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AMVP와 동일한 방법으로 motion vector prediction을 수행한다. 

만약, CU depth가 smallest CU보다 상위 depth인 경우에는 우선 하위 

depth의 MV를 MVP candidates list에 추가한다.  

 

N=0, Start Motion 
Vector Prediction

End Motion Vector 
Prediction

Is Smallest CU?

MVP[0] = AMVP[0],
MVP[1] = AMVP[1]

Better MVP Decision,
MVP[0] = Better MVP

NumMVP = 1

Find SubPUs, N = 0

Find SubPUs, N = 0

Find SubPUs, N = 0

Is Smallest CU?

MVP[0] = AMVP[0],
MVP[1] = AMVP[1]

NumMVP = 1

MVP[0] = AMVP[0],
MVP[1] = AMVP[1]

Yes

No

No

Yes

 

그림 11. Kim이 제안한 알고리듬의 MVP 유도 과정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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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은 [4]에서 제안한 IME의 flow chart를 정리한 그림이다. 

Smallest CU는 기존 HM과 동일한 single MVP (본 논문에서는 탐색 

범위 64), 이외 depth에서는 multiple MVP (본 논문에서는 탐색 범위 

1)을 수행하도록 탐색 범위를 설정한 후 motion search를 수행한다. 

 

N=0, Start 
Motion Estimation

Return Best MV,
End Motion Estimation

Is Smallest CU?

SR = Large Range SR = Narrow Range

N = 0

(Cost, MV) = 
Motion Search with

Search Center 
MVP[N]

Best Cost = Cost,
Best MV = MV

N = N + 1

N < NumMVP

Cost < Best Cost

Yes

Yes

Yes

No

No

No

Motion Vector Prediction

Search Range Set

Motion Search

Multiple Motion
Search Loop

 

그림 12. Kim이 제안한 IME의 flow chart 

 

 그림 13과 그림 14은 앞서 서술한 Kim이 제안한 bottom-up 방식의 

IME의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HM-13.0 참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HM 참조 소프트웨어에 제공되는 Low delay P 

(LDP)의 공통 실험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테스트 영상으로는 

공통 실험 조건 Class B의 5개 시퀀스(BasketballDrive, BQ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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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tus, Kimono, ParkScene)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QP는 high rate에 

해당하는 12, 14, 16, 18이며, 32 frame에 대해 실험하였다. 

IME의 연산 복잡도는 식 (1)과 같이 계산하였으며, Anchor로 쓰인 

top-down방식의 IME 연산 복잡도 대비 bottom-up방식의 IME연산 

복잡도 비율은 식 (2)와 같이 정의하였다. puN 는 IME가 수행된 모든 

PU의 수이며, NumPelPU는 각 PU를 구성하는 픽셀의 수를 나타낸다. 

pu

0

(NumSearchPoint NumPelPU )

N

i i

i

C


            (1) 

proposed

reference

100%
C

CR
C

                 (2) 

 실험 결과 BD-rate은 평균 0.03% 증가하였으며, top-down 방식 

대비 IME 연산 복잡도는 평균 25.3%로 약 74.7%감소 하였다. 

  

 

 

그림 13. Bottom-up IME 방식의 압축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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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Bottom-up IME 방식의 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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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Hash Table Methods  

 

 

Hash table은 INSERT, SEARCH, DELETE와 같은 사전적 작업에 

효율적인 자료 구조이다. Hash table에서 원소를 찾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linked list에서 원소를 찾는 것만큼 오래 걸릴 수 있지만 

( ( )n  ) 합리적인 hash table에서 원소를 찾는 데 걸리는 평균 수행 

시간은( ( )O n  )이다[11]. 본 장에서는 Hash table 방법의 개념에 대해 

서술한다. 3.1에서는 hash table을 구성하는 방법과 chaining을 이용한 

collision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2는 hash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며, 3.3에서는 hashing 방법을 이용한 기존 연구에 

대해 서술한다. 

 

 

3.1 Hash Table 

 

 

Hash table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direct address table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Direct addressing 방법은 key의 집합이 

작은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두 원소가 같은 key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실제 key값은 direct address table의 각 위치와 

일치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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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et

Table

0
1
2
3
4
5
6
7
8
9

2

6

9

2

6

9

key Data

 

그림 15. Direct addressing table의 예시 

 

Direct address table은 구현이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 구현하기에는 비실용적이다. Hashing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key 값을 위치 ( )h k 에 저장시킨다. 이때, h 는 hash key 

값을 계산하는 hash 함수이다. h 를 통해 생성한 hash key는 hash 

table의 각 위치에 대응시키며 그림 16과 같다. 

 

Key set

Hash Table

1

2

3

4

5

h(1)
h(4)

h(2)=h(3)

h(5)
 

그림 16. Hash function을 사용해 key를 hash table에 대응시키는 예시 

 

 이때, hash table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key 전체 집합보다 훨씬 작은 

특징을 가진다. Hash 함수는 배열의 index 범위를 줄여 배열 크기를 

감소시킨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hash key를 할당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hash key가 동일 위치에 hash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collision이라 한다. 이상적인 방법은 collision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책은 좋은 hash 함수와 알맞은 크기의 

hash table을 만들어 collision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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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 table에 key의 불균일한 분포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hash key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chaining 

방법을 이용한다. Chaining에서는 같은 위치에 hash되는 모든 원소를 

같은 linked list에 넣는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에서 key 6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key 6이 포함된 bucket을 찾은 

뒤, bucket의 element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최악의 탐색 

수행 시간은 bucket의 linked list 길이에 비례하게 된다. 

 

Key set

Hash Table

1

2

3

4

5

h(1)=h(8)
h(4)

h(2)=h(3)=h(6)

h(5)=h(7)

6

7

8

1
4

2

5 7

3

8

6

 

그림 17. Chaining에 의한 collision 해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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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ash Function 

 

 

 좋은 hash 함수는 hash key가 각 table index에 같은 확률로 

hashing된다는 단순 균등 hashing의 가정을 만족한다. Hash 함수는 

결정론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따라서 hash key가 다른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도 달라야 한다. 하지만 원래 데이터가 달라도 동일 hash key로 

매핑될 수 있기 때문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hash 함수의 

성능은 hash collision 확률로 결정되며, collision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한 추가 검색이 필요하게 된다. Hash 

함수는 크게 암호학적 hash 함수와 비암호학적 hash 함수로 구분된다. 

암호학적 hash 함수의 종류로는 MD5, SHA 등이 있으며, 비암호학적 

hash 함수로는 CRC32등이 있다. 

 나누기 방법은 hash key로 k 를 m 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함으로써 

m 개의 자리 중 하나의 위치를 결정한다. 해당 hash 함수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modh k k m                       (3) 

 예를 들어, hash table의 크기가 13m  이고 100k  인 경우에 

(100) 9h  이다. 이 방법은 hash key를 만들 때 나누기 연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SCM의 intra block copy에도 

이용되었다. 나누기 방법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곱하기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0 1A   인 A 를 key k 에 곱한 뒤, 

kA 의 소수 부분을 추출한다. 이후, 이 값에 m 을 곱한 후 내림 연산을 

수행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 ) ( mod1)h k m kA                       (4) 

 곱하기 방법은 m 값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m은 2의 지수승 값을 이용한다. 

 각 방법 모두 hash key가 주어진 hash table index의 일부에 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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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안다면 이를 

이용하여 hash key를 할당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pel값을 

이용하여 hash key를 만든다. Pel값의 분포는 자연 영상에서 picture 

단위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특정 단위로 분포를 측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hash key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해당 방법은 4장에 

상술하였다. 

 

 

3.3 기존 Hash-based Search 알고리듬 

 

 

 본 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hashing 기반의 탐색 알고리듬에 대해 

서술한다. Hashing 기반 탐색 알고리듬은 앞서 기술한 hashing 방법을 

영상 압축에 적용한 것으로 우선 압축하고자 하는 영상을 특징 별로 

분류하여 나눈 후, search 과정에서 현재 block과 특징이 비슷한 

block을 선택적으로 탐색한다. 따라서 어떤 hash 함수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search 성능과 복잡도가 달라진다. Hashing 방법은 hash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Randomized Hashing과 Locality-Sensitivity 

Hashing(LSH)로 나눌 수 있다. Randomized hashing은 앞서 3.2에서 

설명한 예와 같이 hash collision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SH는 주로 similarity search에서 이용하며,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block을 가능하면 같은 hash 값으로 매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원하는 데이터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 LSH는 hash 함수에 따라 복잡도와 탐색 

성능이 달라진다. 

Li는 Cyclic Redundancy Check (CRC) 기반의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randomized hashing을 이용한 연구를 하였다[5]. Li는 부호화 하려는 

block의 각 row 픽셀 값으로 16 bit CRC를 이용하여 row 단위의 

checksum을 얻고, row 단위 checksum을 다시 24 bit CRC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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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sum을 구하고, 그 checksum의 하위 16 bit를 hash 값으로 

사용하였다. Li의 방법은 8x8~64x64 PU에 적용이 되는데, hash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16x16~64x64 크기는 8x8 크기로 down 

sampling을 한 후 hash값을 만든다. Li의 방법의 탐색 복잡도는 

O(w*h/216)로 낮아 SCM의 frame 간 예측 모드를 찾기 위한 참조 

알고리듬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압축 성능이 부족하여 기존의 TZ 

search 알고리듬을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스크린 콘텐츠에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TZ search 알고리듬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Pang은 quantization 기반의 hash 함수를 이용한 LSH 연구를 

하였다[12][13]. Pang의 연구는 8x8 PU의 intra block mode를 찾기 

위한 탐색 알고리듬으로, 8x8 PU에서 DC와 Gradient의 2가지 feature 

값을 추출한 후, 이 feature 값을 quantization하여 hash 값을 만든다. 

Pang의 연구는 SCM의 intra block copy를 위한 참조 알고리듬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1.1에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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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도한 Hash-based Integer Motion 

Vector Estimation 

 

 

Hash-based IME에서는 bottom-up 코드를 기반으로 TZ search 

알고리듬을 통한 IME를 hashing 방법으로 대체하여 FME에서 이용할 

integer motion vector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1) Hash key generation 

(2) Hash table building 

(3) Hash-based integer motion vector search 

 

 위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equence

CTU level hash table building

CTU Level RDO step

Intra
Prediction

Skip/Merge

IME

FME

Inter
Prediction

Hash based ME

hash key gen.

hash table look-up

Calc. Cost

Integer MV

 

그림 18. Hash-based integer motion vector estimation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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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 hash-based IME의 동작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매 CTU마다 hash table을 생성한다. 다만, inter prediction에서는 

참조하는 CTU의 hash table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frame을 

압축하기 이전에 hash table을 미리 만든다. 이때, 4x4 block 단위로 

picture의 모든 pel에 대해 hash table을 building한다. 

2) RDO 단계의 IME는 hashing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며, 앞서 

building한 hash table을 이용하여 탐색을 수행한다. 해당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hash key generation으로 현재 

4x4 block의 pel값을 이용하여 hash key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생성한 hash key를 이용하여 해당 bucket을 찾아 element의 

정보를 가져오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가져온 

element의 정보와 현재 block의 정보를 이용하여 integer motion 

vector를 만들어 cost를 계산한 후, 최적의 integer motion vector를 

찾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 시도한 hash-based IME의 연산 복잡도를 TZ search의 

연산 복잡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다음 2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 째, 

predictor를 중심으로 지정된 탐색 범위 이내에서만 motion search를 

수행하여 복잡도를 감소 시켰다. 최적의 motion vector는 R-D 

optimization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predictor에서 거리가 먼 motion 

vector도 distortion이 작은 경우에는 선택될 수 있다. 다만, hashing 

방법은 distortion만 고려하기 때문에 특별한 탐색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IME 계산 복잡도가 큰 단점이 있다. 탐색 범위 조절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 째, 이미지의 특성을 k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hash table building을 할 때 element의 위치 정보와 같이 카테고리 

정보를 저장한 뒤, hash-based search를 수행할 때 input의 

카테고리와 동일한 카테고리를 갖는 element만 탐색하여 연산 복잡도를 

감소 시켰다. 추가적으로 IME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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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을 4x4 block 단위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4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4.1에서는 hash key generation에 

대해 다룬다. 세부적으로 4.1.1은 HEVC SCC (screen contents 

coding)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SCM의 Intra block copy에 적용된 hash 

key generation 방법에 대해 기술한 뒤, 4.1.2에서 본 논문에 이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2에서는 hash table building에 대해 기술하고, 

4.3장은 다이아몬드 모양 탐색 범위와 카테고리 분할을 이용한 탐색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4.4에서는 hash-based integer motion vector 

search와 bottom-up 방식을 4x4 block까지 확장한 내용을 서술한다. 

 

 

4.1 Hash Key Generation 

  

4.1.1 SCM의 Hash Key Generation 

 

 

HEVC SCC (screen contents coding)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SCM에는 화면 내 block을 복사하는 기술인 intra block copy가 

적용되었다[8]. Intra block copy는 local block vector search와 global 

block vector search로 나뉜다. 전자는 CU 크기가 16x16이고 2Nx2N 

PU인 경우에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 1차원 탐색을 수행한다. Hash-

based search는 후자의 경우에 수행하며, CU 크기가 8x8이고 2Nx2N 

PU일 때 수행한다. SCM은 16bit hash key를 이용하며, hash 

function은 식 (5)과 같다. 이때, ( , )MSB X n 은 X의 상위 n개 bit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0DC ~ 3DC 은 4x4 block의 pel값 평균으로 

그림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계산은 식 (6)를 이용한다. Grad 는 

기울기 특성을 나타내며, 8x8 block 단위로 계산한다[9].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7)과 같으며, 이때 ( , )p i j 는 해당 좌표에서의 pel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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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 0,3) 13 ( 1,3) 10

( 2,3) 7 ( 3,3) 4 ( ,4)

H MSB DC MSB DC

MSB DC MSB DC MSB Grad

   

    
   (5) 

3 3

0 0

1
( , )

4 4 i j

DC p i j
 



                    (6) 

 

8 8

1 1

( , ) ( 1, ) ( , ) ( , 1)

2i j

p i j p i j p i j p i j
Grad

 

    
       (7) 

 

DC0 DC1

DC2 DC3

8

8

4

4

 

그림 19. SCM Intra Block Copy의 8x8 block의 DC값 구성 

 

SCM의 gradient를 이용한 hash key generation 방법은 block의 

기울기 값이 작은 쪽에 값의 분포가 집중되어 hash key 분포의 

불균일한 정도가 큰 단점이 있다[11]. 또한, 본 논문의 hash key 

generation은 4x4 block을 단위로 수행하기 때문에 SCM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1.2에서는 본 논문에서 시도한 

hash key generation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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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시도한 Hash Key Generation 

 

 

본 논문 알고리듬에 이용한 hash key는 4x4 block 단위로 생성하며, 

이미지 특성은 pel값만 이용하였다. 또한, luma 컴포넌트 외에 chroma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hash key를 만들었다. 이때, HEVC 테스트 

시퀀스의 Class B YUV 구조가 4:2:0이기 때문에 hash key를 만들 때 

luma 컴포넌트에 할당하는 bit이 chroma 컴포넌트에 할당하는 전체 

bit의 2배에 근접하도록 하였다. 이때, 각 컴포넌트는 8bit을 이용하기 

때문에 pel값에 8bit보다 큰 hash 값을 할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luma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그림 21과 같이 4x4 block을 2x2 sub-block으로 

나눈 뒤 각 sub-block에 y bit씩 총 4y bit을 추가로 할당하였다. 그림 

20은 제안한 hash key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8)과 같다. ( , )DistBit Y x 는 Y 컴포넌트를 과거 분포를 고려하여 

x bit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pel 분포를 POC 0에서 

1회 측정 후 이용하였다. 이는 자연 영상의 경우에 인접한 POC간에 

pel값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2과 그림 23은 각 

POC별 pel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0~100번째 POC까지 측정한 것이다. 

만약 압축하는 프레임 수가 커지거나 scene change와 같이 이미지 

pel값 분포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hash-based search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실험을 통해 pel값 

분포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 ) ( 2 ) ( 0 ~ 3, ) 2

( , ) ( , )

subH DistBit Y x y z DistBit Y y z

DistBit Cb z z DistBit Cr z

     

 
      (8) 

 

Y mean
x bit

sub blk#0
mean y bit

sub blk#1
mean y bit

sub blk#2
mean y bit

sub blk#3
mean y bit

Cb mean
 z bit

Cr mean
z bit  

그림 20. 제안한 hash key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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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4x4 block 구조 
 

 

그림 22. POC별 pel값 평균 

 

그림 23. POC별 pel값 표준편차 

 

표 1은 본 논문에서 실험한 hash key의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Hash 

key 길이 별 IME 성능과 복잡도를 확인하기 위해 10, 13, 16bi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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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hash key의 luma 컴포넌트와 

chroma 컴포넌트의 비율은 10bit hash key의 경우 6:2:2, 13bit hash 

key는 9:2:2 그리고 16bit hash key의 경우는 12:2:2이다. 

 

표 1. 실험한 Hash Key 구성 
Hash Key 길이 Hash Key 구성 

10 bit        4 4 2  2 2 1 4  4 4 2   4 4 2Y bit Y bit Cb bit Cr bit          

13 bit        4 4 5  2 2 1 4  4 4 2   4 4 2Y bit Y bit Cb bit Cr bit         

16 bit        4 4 4  2 2 2 4  4 4 2   4 4 2Y bit Y bit Cb bit Cr bit         

 

그림 24에서 그림 28은 실제 실험에 이용하는 Class B의 테스트 

시퀀스에 대해 luma와 chroma 컴포넌트 pel값 분포를 0~6번째 

POC까지 나타낸 것이다. 각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POC별 pel값 

분포 변화는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BasketballDrive 시퀀스의 Pel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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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BQTerrace 시퀀스의 Pel값 분포 
 

 
그림 26. Cactus 시퀀스의 Pel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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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Kimono 시퀀스의 Pel값 분포 
 

 

그림 28. ParkScene 시퀀스의 Pel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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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ash Table Building 

 

 

Hash table building은 생성된 hash key를 이용하여 해당 bucket에 

참조 block의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이다. Hash table을 만드는 범위를 

나타낸 그림은 그림 29와 같다. 이때, hash table building을 하는 

pixel의 위치는 picture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에 각각 3 pixel의 

margin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hash table은 CTU 단위로 

만든다. 따라서 1080p 영상 기준으로 1개 참조 picture 당 510개 

hash table이 만들어진다. 

 

3 pixel

3 pixel

CTU

 

그림 29. Hash table building에 이용하는 pixel범위 

(실선: CTU, 점선: hash table building에 이용하는 pixel 범위) 

 

그림 30은 생성한 hash table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4x4 block 

단위로 hash key k 를 계산하면, 해당 CTU의 hash table의 k 번째 

bucket에 4x4 block의 upper-left 위치를 저장한다. 이때, 4.3에서 

설명할 카테고리 정보도 함께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Low Delay P 

configuration을 이용하기 때문에 reference list 0만 이용하고 

reference index는 0~3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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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 key: k
Category:  c1

k-1

k+1

216-1

216-2

k Pos

1

Idx data

Pos
c2

Pos
c1

Pos
c5

Pos
c3

Blk.

kth CTU hash table

 

그림 30. 본 논문에서 시도한 hash table의 구조 

 

 4.4에서 자세히 설명할 hash-based search는 현재 block으로부터 

hash key를 구한 뒤, 참조 hash table을 탐색한다. 이때, 현재 block과 

참조 block이 완전히 동일한 block인 경우에는 당연히 동일한 hash 

key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block의 hash key를 할당할 때 계산 값이 

key의 경계인 경우에는 서로 닮은 block이지만 현재 block과 참조 

block에 다른 hash key가 할당되어 hash 탐색 때 해당 block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다른 hash key로 할당된 bucket도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간소화 하여 hash table building 과정에서 계산 값이 hash key가 경계 

부근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bucket에도 해당 element를 저장하도록 

하는 hash key overlapping을 시도하였다. 이 방법은 hash 탐색의 

복잡도는 다소 증가하지만 최적의 block을 탐색하지 않아 생기는 압축 

효율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31은 hash key overlapping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overlapping의 margin으로 각 

hash key 구간 길이의 1/8을 이용하였다. 예시의 경우 hash key k 의 

구간 길이가 kL 이므로 hash key 경계를 기준으로 / 8kL  이내에 계산 

값이 위치하면 인접한 bucket에도 element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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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k k+1

Lk

Lk/8Lk-1/8 Lk/8 Lk+1/8

k번째 

bucket에 할당

 

그림 31. Hash Key Overlapping 

 

Hash table building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Hash table building을 하려는 pel을 upper-left로 하는 4x4 

block에 대해 4.1의 방법을 이용하여 hash key k 를 생성한다. 

2) Overlapping 설정을 이용하는 경우, 계산 값과 hash key 경계 사이 

거리를 측정하여 인접한 bucket에도 해당 element를 저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이미지 특성을 고려하여 4x4 block의 카테고리를 분류한다. 

4) 생성한 hash key k 에 해당하는 bucket에 현재 pel의 위치를 

저장한다. 이때 3)에서 계산한 카테고리 정보도 같이 저장한다. 만약, 

Overlapping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bucket에 동일하게 element를 

저장한다. Collision은 linked list을 이용한 chaining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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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iamond Shape Search Range와 Categorizing 

 

 

 TZ search 알고리즘은 AMVP로 유도된 predictor를 기준으로 

거리를 단계별로 늘려가며 탐색을 수행하며, 코딩 되는 bit 수는 MV와 

MVP의 차분 값인 motion vector difference (MVD)의 x성분과 

y성분에 대해 계산한다. 따라서 MVP 기준으로 맨해튼 거리가 같은 

지점은 거의 같은 bit 수를 갖게 된다. 그림 32는 TZ search와 본 

논문에서 시도한 알고리즘의 탐색 범위를 나타낸 그림이다. HM의 TZ 

search 알고리즘에 default로 적용된 탐색 범위는 64로 전체 탐색 

면적은 129x129으로 정사각형 모양이다. 정사각형 모양 탐색 범위는 

TZ search 알고리즘에서는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hashing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잘 선택되지 않는 사각형 구석 

부분까지 동일하게 탐색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TZ search 알고리즘의 정사각형 탐색 범위 대신에 다이아몬드 형태 

탐색 범위에 대해 탐색을 수행하도록 하여 복잡도를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MVP

Search Range

TZ search의 탐색 범위

시도한 알고리즘의 

탐색 범위

 

그림 32. TZ search와 시도한 알고리즘의 탐색 범위 

 

 표 2는 최적 MV를 찾을 확률 별 필요한 탐색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이때 탐색 범위는 MVD의 크기를 맨해튼 거리로 측정한 것이다. 

BasketballDrive 시퀀스의 QP 12를 예로 들면, 전체 block의 9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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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D의 맨해튼 거리가 30 이내에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실험 

대상으로 하는 high rate 범위에 해당하는 QP 12, 17만 고려하면 최적 

MV의 99%는 맨해튼 거리가 평균 13.4이내에서 결정된다. 이는 

64보다 작은 범위에서 탐색하더라도 코딩 효율 저하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탐색 범위를 8, 12, 16, 

32로 한정하여 IME를 수행한 뒤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2. 최적 MV를 찾을 확률 별 필요한 탐색 범위 

Sequence

    P

QP
0.5 0.8 0.9 0.95 0.98 0.99

Sequence

    P

QP
0.5 0.8 0.9 0.95 0.98 0.99

12 1 4 15 17 30 37 12 1 2 3 5 9 14

17 1 2 4 7 16 22 17 1 2 3 4 7 10

22 1 3 6 10 23 37 22 1 2 3 5 9 16

27 1 4 8 13 30 46 27 1 3 4 7 13 23

32 2 5 10 17 37 52 32 2 3 5 9 18 29

37 2 7 12 22 42 58 37 2 4 7 12 22 34

12 1 1 2 3 8 14 12 1 1 2 2 4 6

17 1 1 2 3 5 9 17 1 1 2 2 4 7

22 1 1 2 3 4 8 22 1 1 2 3 5 8

27 0 1 2 3 5 9 27 1 2 2 4 7 15

32 1 1 2 4 9 17 32 1 2 3 5 10 16

37 1 2 3 7 16 30 37 1 2 4 7 15 24

12 1 2 2 3 5 7

17 1 2 2 3 5 8

22 1 1 2 3 6 9

27 1 2 3 4 9 16

32 1 2 3 6 11 18

37 1 2 4 6 13 22

Search Range for Probability of Finding the Best MV (Manhattan Distance)

Basketball

Drive
BQTerrace

CactusKimono

ParkScene

 

 

본 논문에서는 탐색 범위 조절과 더불어 이미지의 특성을 Triangular 

Inequality Elimination(TIE)[16]와 유사한 방법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탐색에 이용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TIE에서는 정해진 anchor 

point, 입력 point 그리고 참조 point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 삼각 

부등식 조건을 만족하는 element만 탐색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때, 

anchor point 개수를 무한히 증가시켜도 탐색 효율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으며, 대략 2~3개 anchor point에서 성능이 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입력 block과 참조 block이 유사한 경우에만 탐색하기 

때문에 IME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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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point마다 매번 거리 비교를 한 뒤 거리 순서대로 정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간소화 하여 anchor point와의 거리 

분포를 구한 뒤 이에 따라 몇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저장하였다. 

Hash-based search에서는 현재 block으로부터 계산된 카테고리와 

참조 block의 카테고리가 동일한 경우에 탐색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3은 실험에 이용한 카테고리 구성을 정리한 표이다. Anchor 

point는 0m, 1m, 0.5m을 이용하였다. 이때 m은 pel값 평균을 원소로 

갖는 16차원 벡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총 카테고리 분할 개수를 4, 8, 

9개 인 경우로 나누었다. 

 

표 3. 실험한 카테고리 구성 

Anchor point 총 카테고리 분할 개수 Anchor point별 카테고리 분할 개수 

0m, 1m 4 0m: 2개, 1m: 2개 

0m, 1m, 0.5m 8 0m: 2개, 1m: 2개, 0.5m: 2개 

0m, 1m 9 0m: 3개, 1m: 3개 

 

 

그림 33은 anchor point로 0m, 1m를 사용하고 각각 2개씩 

카테고리를 나누어 총 4개 카테고리를 나는 경우로, 4개 카테고리에 큰 

차이 없이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방법을 이용한다 하여 

계산 복잡도가 1/4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탐색 영역 내부 

point의 카테고리 값이 무조건 고르게 분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입력 block보다 매우 다른 참조 block에 대한 탐색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IME 계산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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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nchor point로 0m, 1m을 이용하며 총 4개 카테고리 분할한 

경우의 확률 분포  

 

그림 34는 anchor point로 0m, 0.5m, 1m을 이용하며 총 8개 

카테고리로 분할한 경우의 확률 분포 이며, 그림 35는 anchor point로 

0m, 1m을 사용하여 총 9개 카테고리로 분할한 경우의 확률 분포이다. 

9개 카테고리 분할의 경우, 4개 카테고리 분할의 경우보다 확률 분포는 

고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8개 카테고리 분할의 경우 

유의미한 확률 값을 갖는 카테고리가 4개에 불과해 4개 카테고리 

분할의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테고리를 4개, 

9개 분할한 경우에 대해서만 hash-based search 적용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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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Anchor point로 0m, 0.5m, 1m을 이용하며 총 8개 카테고리 

분할한 경우의 확률 분포 

 

 

 

그림 35. Anchor point로 0m, 1m을 이용하며 총 9개 카테고리 분할한 

경우의 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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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Hash-based Integer Motion Vector Search와 4x4 block 

단위 bottom-up IME 

 

 

Hash-based integer motion vector search단계에서는 우선 

해당하는 hash table을 선택한 후, 현재 4x4 block에서 생성한 hash 

key로 해당 bucket을 탐색하여 최소 RD-cost를 갖는 integer motion 

vector를 찾는다. 

그림 36은 시도한 hash-based IME의 flow chart이다. 본 논문은 

CU 크기로 HM default 값인 64x64를 이용했기 때문에 smallest CU의 

크기는 8x8이며, depth는 3이다. Smallest CU가 아닌 (depth가 3보다 

작은 경우) 경우에는 기존 bottom-up IME 알고리듬과 동일하게 

동작한다. HM default에서 smallest CU의 경우에 PU partition은 

2Nx2N, Nx2N, 2NxN이 가능하므로 각 partition에 맞게 block 

matching하여 cost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Hash-based search가 시작되면 우선 4x4 block index에 따라 현재 

block의 위치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4x4 block의 hash key와 카테고리 

계산한다. 생성된 hash key에 해당하는 bucket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4x4 block index에 대한 탐색을 수행한다. Bucket이 비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bucket 속 element의 카테고리와 현재 block의 

카테고리를 비교하여 같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element를 탐색한다. 

카테고리 값이 동일하고 지정한 탐색 범위 안에 element가 위치한 

경우에는 RD-cost 계산 하여 최적의 MV를 찾는다. 만약 4개의 block 

index에 대한 탐색을 모두 끝냈지만(2NxN, Nx2N PU의 경우 2개 

block index) AMVP위치가 탐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AMVP 위치를 

추가적으로 탐색한 뒤 최적 SAD와 MV값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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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hen Smallest CU

Is End of 4x4 Blk Idx?

4x4 Blk Idx=0

No,
Blk Idx++

Return Best SAD and MV

Set Cur PU Position

Calc. Hash key & Category

Is End of Bucket?

Yes

Calculate RD-Cost

No,
Next Element

Store Best Cost & MV

Find Bucket

Calculate MV

Is Bucket Empty?

No

Yes

Is AMVP Searched?

Yes

Search AMVP

No
Yes

Cur. Category
 == Ref. Category?

Yes

No

Is Ref. Element Located 
in Search Range?

No

Get Element Infomation

 

그림 36. Hash-based Search의 flow 

 

본 논문에서는 8x8 CU의 PU를 4x4 block 단위로 나누었기 때문에 

block matching을 위한 위치 계산이 중요하다. 그림 37와 그림 38은 

4x4 block index에 따라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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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Blk
A

sub Blk
B

sub Blk
C

sub Blk
D

Current PU

Reference PU

 

그림 37. 4x4 block index가 0인 경우의 block matching 

 

그림 37는 4x4 sub-block index가 0인 경우의 block matching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는 sub Blk A로 생성한 hash key를 이용하여 

찾은 bucket의 element에 저장된 위치 정보로 MV를 계산하여 참조 

PU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block을 찾은 후, 추가적인 참조 PU 위치 

계산 없이 RD-cost를 계산하게 된다. 반면, 그림 38의 경우에는 4x4 

sub-block index가 1인 경우로(그림에서 sub Blk B에 해당) 이 

경우에는 참조 PU의 위치를 계산하여 보정된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RD-cost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PU에서 sub Blk B, C, D의 경우에는 모두 이와 같은 위치 보정 과정을 

거친 후 RD-cost를 계산한다. 

 

sub Blk
A

sub Blk
B

sub Blk
C

sub Blk
D

Current PU

Reference PU

Calc. Position

 

그림 38. 4x4 block index가 1인 경우의 block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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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코딩의 IME에서는 SAD와 MVD로부터 계산한 RD-Cost를 

최소화하는 MV를 찾는다. Hashing 방법의 경우에는 비슷한 이미지 

특성을 가지는 block만을 탐색하기 때문에 SAD가 작은 reference 

block을 찾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SAD는 크지만 AMVP와 거리가 

가까워 rate cost가 작은 block이 최적의 block으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AMVP의 rate cost가 그 주변보다 rate cost가 아주 작기 

때문이다. 그림 39은 AMVP 주변의 위치 별 MVD 전송을 위한 bit 

수를 나타낸 것이다. AMVP 위치의 MVD 전송을 위한 bit 수는 2이며, 

그 주변은 5와 8로 각각 2.5배와 4배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MVP의 위치는 hashing을 이용한 탐색 방법과 별개로 

무조건 탐색하도록 하였다. 

 

8 8 5 8 8

8 8 5 8 8

5 5 2 5 5

8 8 5 8 8

8 8 5 8 8

AMVP

 

그림 39. AMVP와 주변의 위치 별 MVD 전송을 위한 bit 수 

 

 

4x4 block 단위 bottom-up IME는 Kim의 bottom-up IME 

알고리듬을 smallest CU인 8x8 block보다 작은 4x4 block까지 확장한 

것이다. HEVC에서 smallest CU의 크기는 8x8이며 가능한 PU 분할은 

2Nx2N, 2NxN, Nx2N이다. 이때, 각 PU 분할은 4, 2, 2개의 4x4 

block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4x4 block 단위에 적용하는 bottom-up 방식의 MVP 

유도 과정을 Kim의 bottom-up IME에서 AMVP를 유도하는 방법보다 

단순화하였다. 우선 탐색 단위가 작아졌음에도 CU와 PU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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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PU 단위에서 AMVP로 유도된 predictor를 

4x4 block에서 MVP로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40과 

같다. 이후, 각 PU 내부의 4x4 block 단위로 탐색을 수행한다. 4x4 

단위 block 탐색이 모두 끝나면 우선 MV들의 중복을 제거하고 PU 

단위로 좁은 범위에서 탐색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U 단위 

탐색의 좁은 범위로 Kim의 bottom-up IME의 좁은 범위 값을 

이용하였다. 

 

MVPA

2Nx2N

4

0 1

2 3

 2NxN

0 1

0 1

MVPA

MVPB

 

Nx2N

0

1

0

1

MVPA

MVPB

 

그림 40. 4x4 block bottom-up 방식에서 PU 분할 별 MVP 유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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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실험 환경은 표 4와 같다. 실험은 HM 참조 소프트웨어인 HM-13.0을 

이용하였다[15]. HM 참조 소프트웨어에 제공되는 Low Delay P 

(LDP)의 공통 실험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QP는 

high rate에 해당하는 12, 14, 16, 18이며,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인한 

압축 효율의 변화는 Bjøntegaard delta bitrate (BD-Rate)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14]. 본 논문에서는 IME의 탐색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탐색 범위로 64를 이용하였다. 

 

표 4. 공통 실험 환경 

항목 내용 

Anchor HM-13.0 

영상 
Class B (BasketballDrive, BQTerrace, Cactus, Kimono, 

ParkScene) 

Configuration LDP (LowDelay-P) 

QP 12, 14, 16, 18 

#frame 32 장 

CTU size 64x64 

복잡도 측정  

CU 크기 
8x8 

복잡도 측정 

방법 
Search point 수 비교 

AMVP 위치 

탐색 
Hash search 에서 탐색하지 않은 경우 추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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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Hash Key별 기본 성능과 Overlapping 적용 실험 

 

 

그림 41에서 그림 43는 Overlapping은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hash 

key 길이 별 hash-based search의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10, 13, 

16bit hash key모두 평균 BD-rate 증가는 0.05%였으며 IME 연산 

복잡도는 top-down 대비 약 10.5, 4.1그리고 3.7배였다. 이는 Kim의 

bottom-up 구조의 IME 연산 복잡도 대비 약 41.5, 16.2, 14.6배에 

해당한다. 평균 BD-rate이 증가 정도가 hash key별로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실험에 이용한 QP값이 범위가 high rate에 해당하여 탐색 point 

수가 거의 포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1. 10bit hash key의 기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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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3bit hash key의 기본 성능 
 

 

그림 43. 16bit hash key의 기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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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tus 시퀀스는 hashing을 이용한 경우 BD-rate이 소폭 감소했다. 

이는 pel값이 0~255까지 다른 시퀀스보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hash key가 상대적으로 잘 매핑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Kim의 

bottom-up코드와의 BD-rate차이는 0.02%에 불과해 큰 문제는 

없지만 복잡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탐색 범위 조절과 카테고리를 이용한 

탐색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앞서 탐색 범위 조절과 카테고리를 

이용한 탐색으로 인해 생기는 압축 효율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overlapping을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4과 그림 45는 overlapping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Overlapping의 margin은 hash key 간격의 1/8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overlapping을 한 경우의 BD-rate이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경우가 생겼다. 더 많은 지점을 탐색했지만 BD-rate이 증가한 것은 

현재 block의 최적 MV로 선택되어도 그것이 물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주변 block을 압축할 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MVP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실험에서 탐색 위치를 

감소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overlapping은 앞으로의 실험에 

모두 적용하였다. IME 계산 복잡도의 경우, 예상한 바와 같이 

overlapping을 적용한 경우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10, 13, 16bit 

hash key에서 각각 12.6%, 33.7%, 33.8% 증가하였다. 5.2장에서는 

탐색 범위를 조절하여 IME 계산 복잡도를 줄이는 실험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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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Overlapping 적용 BD-ra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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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Overlapping 적용 복잡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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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earch Range 변경 실험 

 

 

Hashing 방법을 적용하여 증가한 IME 계산 복잡도를 압축 효율을 

유지하며 계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탐색 범위를 8, 12, 16, 32로 

조절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탐색 범위에 따른 압축 

효율과 IME 계산 복잡도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46는 

탐색 범위 별로 hash-based search의 압축 효율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47은 이때의 IME 계산 복잡도를 나타낸 것이다. 10bit hash 

key의 경우, 탐색 범위가 32에서 8로 감소함에 따라 BD-rate 

증가량이 0.06%에서 0.03%로 감소하였으며 탐색 범위가 12에서 BD-

rate 증가량이 포화되었다. 이는 탐색 범위 감소로 인하여 잘못된 

MVP를 찾는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3bit hash 

key의 경우, 평균 BD-rate이 탐색 범위 8에서 0.05%이며, 32에서는 

0.03%였다. 마지막 16bit hash key의 경우는 탐색 범위에 상관 없이 

평균 BD-rate 증가는 0.05%였다. 10, 13, 16bit hash key 모두 Kim의 

bottom-up IME와 BD-rate 증가량 차이가 0.02%에 불과해 큰 

차이는 없다 보아도 무방하였으나, 복잡도의 경우는 13, 16bit hash 

key의 탐색 범위 8인 경우만 IME 계산 복잡도가 Kim의 방법과 비슷한 

정도였다. 5.3에는 카테고리를 이용한 탐색을 통한 IME 계산 복잡도 

감소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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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탐색 범위 별 BD-ra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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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탐색 범위 별 복잡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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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ategory Search 적용 실험 

 

 

카테고리 분할 실험은 anchor point로 0m과 1m을 각각 2분할 하여 

총 4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경우와 각각을 3분할 하여 총 9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경우에 대해 실험하였다. 그림 48과 그림 49은 4개 

카테고리로 나눈 경의 압축 효율과 IME 계산 복잡도이며, 그림 50와 

그림 51은 카테고리를 9개로 나눈 경우의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Kim의 bottom-up 방식 대비 BD-rate 증가 정도는 0.05%를 넘지 

않았다. 복잡도의 경우, 10bit hash key의 경우 탐색 범위 12이내, 13과 

16bit hash key의 경우 탐색 범위 16이내에서 Kim이 bottom-up 

방식과 비슷한 IME 계산 복잡도를 가졌다. 13bit hash key에서 9개 

카테고리로 분할 하며 탐색 범위가 8인 경우는 BD-rate 증가량은 평균 

0.07%로 Kim의 방법과 0.04%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IME 계산 

복잡도의 경우 top-down 방식 대비 16.7%로 Kim의 방법 대비 34%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BQTerrace 시퀀스에 카테고리 분할을 

이용한 탐색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시퀀스 대비 상대적으로 코딩 효율 

저하가 큰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카테고리 분할이 

현재 block과 참조 block이 동일한 카테고리일 때만 탐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이 부분은 hash key 생성에 적용했던 

overl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카테고리 경계 근처 값은 양쪽 카테고리 

정보를 모두 할당하여 탐색 시 양쪽 카테고리를 모두 탐색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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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카테고리를 4개로 분할 시 BD-ra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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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카테고리를 4개로 분할 시 복잡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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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카테고리를 9개로 분할 시 BD-rat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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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카테고리를 9개로 분할 시 복잡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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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x4 block 단위 bottom-up IME 

 

 

Hash-based search의 IME 연산 복잡도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bottom-up 방법을 확장하여 smallest CU인 8x8 

보다 작은 4x4 block 단위로 hash-based search 수행 후, 8x8 

CU에서는 4x4 block의 탐색 결과를 MVP로 이용하여 좁은 범위 

탐색을 수행하여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림 52는 hash-

based search에 추가적으로 4x4 block 단위 bottom-up IME를 적용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은 hash-based search가 상대적으로 잘 동작한 

13bit hash key에서 BD-rate이 0.03%로 기존 bottom-up 방식과 

동일한 실험 세트와 BD-rate이 0.07%이지만 IME 연산 복잡도가 

bottom-up 방식보다 34%정도 더 적은 실험 세트에 대해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추가적으로 4x4 block에 bottom-up IME 알고리듬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bottom-up 방식과 동일한 BD-rate에서 IME 연산 

복잡도가 HM대비 24.7%로 감소하였다. 반면, BD-rate을 0.04%로 

증가시킨 경우는 IME 연산 복잡도가 HM 대비 13.7%로 감소하였고, 

이는 bottom-up 방식 대비 약 46%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52. 4x4 block 단위 bottom-up IME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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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HEVC 인코더의 inter prediction은 시간적으로 인접한 picture 간에 

상관 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다. 이때, 정수 화소 단위로 움직임을 

추정하는 integer motion estimation (IME)는 전체 인코딩 시간의 약 

20%를 차지하여 그 연산 복잡도가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TZ 

search 알고리듬을 hashing 방법으로 대체하여 비슷한 코딩 효율과 

연산 복잡도를 갖도록 시도 하였다. 

Hashing은 데이터를 그보다 작은 크기의 table로 매핑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비슷한 특성을 갖는 element가 동일 bucket에 할당된다. 따라서 

TZ search 알고리듬을 hashing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산 

복잡도가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hash 탐색 기반의 IME를 기존 TZ 

search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시도를 

하였다. 첫 째, hash key를 생성할 때 pel값 분포를 고려하여 hash 

key를 생성하여 hash key의 불균일한 정도를 작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 째, hash table을 만들 때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카테고리를 분류 후 동일 카테고리를 갖는 element에 대해 탐색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bucket의 모든 element를 탐색하지 

않고 지정된 범위 안의 element만 탐색하여 복잡도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hashing 방법과 별개로 bottom-up IME 구조를 4x4 

block까지 확대 적용하여 IME 복잡도를 감소시키도록 했다. 

본 논문의 알고리듬은 Kim이 제안한 bottom-up IME 구조[4]를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실험은 HEVC test 시퀀스 Class B 

(BasketballDrive, BQTerrace, Cactus, Kimono, ParkScene), Low 

Delay-P (LDP) 환경에서 수행하였고, QP값은 12, 14, 16, 18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hash-based IME 

알고리듬은 bottom-up 방식과 동일한 BD-rate에서는 IME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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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가 평균 44.6%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bottom-up 방식보다 약 

76% 높은 수치다. 약간의 BD-rate 증가를 감수하여 HM 대비 BD-

rate를 평균 0.07% 증가시킨 경우에 실제 압축 결과물을 확인 했을 때 

육안으로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IME 연산 복잡도 평균 

16.7%로 bottom-up 방식 대비 약 34%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4x4 block에 bottom-up IME 알고리듬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bottom-up 방식과 동일한 BD-rate에서 IME 연산 복잡도가 

HM대비 24.7%로 감소하였다. 반면, BD-rate을 0.04%로 증가시킨 

경우는 IME 연산 복잡도가 HM 대비 13.7%로 감소하였고, 이는 

bottom-up 방식 대비 약 46%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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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ger Motion 

Estimation in HEVC 

using Hash-based Search 

HyungJin Park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of the inter prediction operations which utilize the fact that 

the correlation of adjacent pictures is relatively high, are composed 

of integer motion estimation (IME) which searches for prediction 

unit (PU) similar to current block from reference pictures. The 

recently proposed IME algorithm [4] is based on the TZ search 

algorithm but it searches for motion vector predictor using bottom-

up searching methods. In this way, the BD-rate degradation is 

0.03% and the IME complexity is reduced to 25.3%, compared to 

that of HM. 

In this paper a hash-based IME algorithm is proposed, which is 

based on the bottom-up IME algorithm like [4], but replaces the TZ 

search algorithm with the LSH (locality sensitive hashing) based 

searching method. At the same time, we aim to reduce the 

complexity of IME without significant degradation in coding 

efficiency. The proposed hash-based IME algorithm is largely 

composed of 3 stages. In the first step, hash key generation, after 

calculating the average of the pel values of the 4x4 block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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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el of the input image as upper-left. Then a hash key is 

gen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pel value distribution. In the 

second stage, when building hash table, we store the element in the 

bucket corresponding to the hash key created earlier. In this paper,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when the value corresponding to 

the rate of RD-cost is smaller as it becomes closer to AMVP, a 

hash table is created in units of CTU instead of picture unit. Also,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we categorize the 

information and store it with the location of 4x4 block.  In the last 

hash-based search stage, we find the hash table of CTU near the 

AMVP, and then search for the bucket corresponding to the hash 

key generated from the current block. After that, we predict the 

motion by calculating RD-cost for the reference block which is 

located within the search range in the element of bucket and which 

is the same as the current block category. Furthermore, we 

additionally apply bottom-up method to 4x4 block to reduce IME 

complexity.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performed for QP values 12, 

14, 16, and 18 in the Class B sequences (Basketball Drive, BQ 

Terrace, Cactus, Kimono, Park Scene) and HEVC common test 

conditions in the Low Delay P (LDP) environment, the proposed 

hash-based IME algorithm reduces the IME complexity to 44.6% if 

the BD-rate is 0.03. However, if the BD-rate is increased to 0.07%, 

with a negligible degradation, which is hard to distinguish the image 

quality difference of the decoded pictures with the naked eye, the 

IME complexity is significantly reduced to 16.7% compared to that 

of HM. When we apply additional bottom-up method to 4x4 block, 

IME complexity reduces to 24.7% compared to HM, in the same 

BD-rate with bottom-up methods. On the other hand, if the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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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is increased to 0.04%, IME complexity reduces to 13.7% 

compared to HM. 

 

Keywords :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EVC), Inter Prediction, 

Integer Motion Estimation, Hash Function, Hash-bas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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