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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화면 간 예측에서 LIC(Local Illuminance Compensation)의 복잡도 감소를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LIC는 화
면 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블록과 참조블록의 주변 복원샘플을 이용하여 지역 조명 보상을 수행한다. 지역 조명 보상을
위해 필요한 가중치와 오프셋을 주변 복원 샘플을 이용하여 부/복호화기 양측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보 전송 없이 부호화 효
율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부호화 예측 단계 및 복호화 단계에서 가중치와 오프셋을 구하기 때문에 부/복호화 복잡도가 높아지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 복잡도 LIC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은 양방향 예측 시 가
중치 없이 오프셋만으로 조명보상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양방향 예측에서 LIC를 양방향예측을 통해 구해진 참조 블록의 가
중 평균 단계 이후 적용하는 방법이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RA(Random Access) 조건에서 MPEG 표준 실험 영상의
B, C, D 클래스를 이용하여 BMS-2.0.1과 BD-rate 성능을 비교한다. 실험결과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BMS-2.0.1 대비
BD-rate 성능 관점에서 Y, U, V 각각에 대하여 평균 0.29%, 0.23%, 0.04%의 BD-rate 결과를 보이고 부/복호화 시간은 거의 동일하
다. BD-rate의 손실이 있었지만, LIC 파라미터 유도과정에서 곱셈 연산이 제거되고 덧셈 연산이 절반으로 감소됨에 따라 LIC의 계산
복잡도가 크게 감소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reducing the complexity of LIC (Local Illuminance Compensation) for bi-directional inter 
prediction. The LIC performs local illumination compensation using neighboring reconstruction samples of the current block and 
the reference block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inter prediction. Since the weight and offset required for local illumination 
compensation are calculated at both sides of the encoder and decoder using the reconstructed samples, there is an advantage that 
the coding efficiency is improved without signaling any information. Since the weight and the offset are obtained in the encoding 
prediction step and the decoding step, encoder and decoder complexity are increased. This paper proposes two methods for low 
complexity LIC. The first method is a method of applying illumination compensation with offset only in bi-directional prediction, 
and the second is a method of applying LIC after weighted average step of reference block obtained by bidirectional prediction.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BD-rate is compared with BMS-2.0.1 using B, C, and D classes of MPEG 
standard experimental image under RA (Random Access) condi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reduces 
the average of 0.29%, 0.23%, 0.04% for Y, U, and V in terms of BD-rate performance compared to BMS-2.0.1 and 
encoding/decoding time is almost same. Although the BD-rate was lost, the calculation complexity of the LIC was greatly reduced 
as the multiplication operation was removed and the addition operation was halved in the LIC parameter deriv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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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인 멀티미디어 기기 및 각종 고성능 디스플레이 장치

의 보편화와 통신 서비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4K 이상의
초고해상도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

하고 있다. 점차 고화질/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이를 한정된 저장장소에 저장하고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한 영상 압축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ISO/IEC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과 ITU-T VCEG 
(Video Coding Expert Group)은 이전 비디오 압축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대비 2배 이상의
압축 효율 향상을 목표로 JVET(Joint Video Exploration 
Team)을 구성하여 VVC(Versatile Video Coding)[1]라고 불

리우는 차세대 비디오 압축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
대비디오압축표준의레퍼런스소프트웨어인 VTM(VVC 
Test Model)[2]은이전표준의블록기반의하이브리드구조

를바탕으로 압축 효율 향상을위해검증된최소한의기술

들을포함하고있다. VTM에포함되어있지는않지만압축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후보 기술들이 BMS(Benchmark 
Set)[3]에포함되어개발되고있다. 차세대비디오압축표준
은 압축 효율 향상에 방해가 되는 프레임 간 조명 변화를

해결하고자 노력중이다. 조명 변화에 의한 부호화효율감
소의문제는 다시점비디오압축시시점이다른영상으로

부터의 예측에서 빈번히 발생한다[4]. 또한 동일한 시점의
영상에서도 자연광, 인공조명, 그림자 등의 빈번한 변화에

의하여압축효율이감소한다. 화면간예측을수행할때레
퍼런스프레임에서현재블록과픽셀값의차이가가장작은

블록을찾는다. 이때현재프레임과참조프레임간의지역적
또는전역적인조명변화가있을경우변화된조명값에영향

을받아정확한모션을찾을수없고조명변화가없는경우

보다예측에러가커질수있다. 이전표준인 H.264/AVC[5]

와 HEVC[6]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P(Wei- 
ghted Prediction)[7] 기술이존재하였다. WP는인터슬라이
스의예측신호에전역조명보상을통해원본신호와예측

신호의오차를줄이는기술이다. 슬라이스당보상파라미터
를지정하여전송한다. 현재프레임과참조프레임간의밝기
변화가프레임전체에균일하다면슬라이스내코딩블록들

을동일한파라미터로밝기를보상하여도효과가있다. 하지
만현재프레임과참조프레임간에지역적인밝기차가있을

경우 하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매크로블록 각각의 밝기

차를보상하기어렵다[8]. 이러한WP 기술의단점을보완하
여차세대비디오압축초기레퍼런스소프트웨어 JEM(Joint 
Exploration Model)[9]에 LIC[10]가 도입되었다. 

JEM LIC는화면간예측기술중하나이며예측블록에
밝기를보상해주어프레임의지역적인밝기차를보상하는

것이목적이다. LIC는 CU(Coding Unit)단위로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LIC를 수행할 시 단방향 예측일 경우와
양방향 예측일 경우에 예측 블록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다. 단방향 예측일 경우, 첫 번째 레퍼런스 프레임
리스트의 프레임으로부터 초기 예측 블록을 생성한다. 부
호화기에서는초기예측블록을 생성할시 조명 조건을고

려하지않기위해참조블록과분산의차가가장작은블록

을탐색한다. 초기예측블록에보간을수행하여서브픽셀
단위의정교한예측블록을생성한다. 그다음예측블록에
LIC를 수행하여 최종 예측 블록을 유도한다. 밝기를 보상
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현재 블록과 예측 블록의 이웃하는

픽셀들 사이의 선형 모델을 유도함으로써 얻어진다. 양방
향예측일경우, 두레퍼런스프레임리스트로부터각각초
기예측블록을유도한다. 각예측블록에단방향예측일경
우와같은방법으로움직임보상과 LIC를수행한뒤두예
측블록을 병합한다.

LIC는 큰 압축률 이득을 얻지만 높은 계산 복잡도 문제
가해결되지않았다. 특히양방향예측일경우단방향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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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 대비 2배의 LIC 복잡도를 갖는다. 양방향 예측일
경우 단방향 예측일 경우 보다 예측 성능이 높아서 LIC를
사용하여얻는이익이상대적으로적지만복잡도가늘어나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예측에서
LIC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
다. 첫 번째 방법은양방향 예측에서 LIC를 양방향예측을
통해구해진참조블록의가중평균단계이후적용하는방

법이다. 양방향예측일경우두예측블록에각각 LIC를적용
하므로단방향예측일경우대비 2배의 LIC 복잡도를갖는
다. 따라서양방향예측에서복잡도를줄이기위하여움직임
이보상된두예측블록을병합한뒤 LIC를수행할것을제
안한다. 제안하는두번째방법은양방향예측시가중치는
사용하지않고오프셋만사용하여조명보상을적용하는방

법이다. 양방향예측시두레퍼런스리스트로부터시간적으
로전과후에있는프레임을모두참조하여예측블록을생성

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제안하는 방법과 같이 LIC 이전에
두예측블록을먼저병합하면, 생성된예측블록의밝기가원
본블록에근접할수있고, 이후 LIC를수행하여오프셋값으
로남은밝기차를보상할수있다. 제안하는방법은 BMS- 
2.0.1 대비 Y, U, V 각각에 대하여 평균 0.29%, 0.23%, 
0.04%의 BD-rate 성능을보이고부/복호화시간은거의동
일하다. 또한 LIC 파라미터를유도하는과정에서곱셈연산
을사용하지않아도되고곱셈연산의계산복잡도가기존의

방법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JEM에 존재
하였던 기존의 LIC의 기술 소개와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제안하는 LIC를설명한다. 4 장에서는실험결
과를 제시하고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JEM LIC 기술 개요

프레임간의조명 차이로인해압축효율이낮아지는것

을 해결하기 위하여 H.264/AVC에 WP를 도입하였다[7]. 
WP는 현재 프레임과 참조 프레임 간의 전역적인 밝기를
보상하는 기술이다. 움직임 예측 수행을통해생성한 초기
예측블록에움직임보상을수행한뒤WP를수행하여참조
블록과의 밝기차를 보상한다. WP에는 두 가지방식이 존

재하는데 프레임간 거리를 기준으로 파라미터를 유도하여

사용하는 implicit 모드와슬라이스마다밝기보상파라미터
를전송하는 explicit 모드이다. WP는선택적으로사용할수
있고 implicit모드와 explicit 모드중어떤모드를사용하는
지 PPS(Picture Parameter Set)에서전송된다. implicit 모드
는 B 슬라이스에서만사용이가능하다. 두참조프레임리스
트로부터생성한예측블록들을가중합산하는과정에서각

예측블록에적용할가중치를현재프레임과참조프레임간

의상대적인 POC(Picture Order Count) 차이값에반비례하
도록둔다. 시간적거리가가까운참조프레임과의조명차이
가더적다는가정으로하여가까운참조프레임에서생성한

예측블록에더큰가중치를적용한다. 부/복호화기에서가중
치를동일한방법으로유도하여사용할수있어서별도로전

송하지않는다. explicit 모드는 P와 B슬라이스에서모두사
용이가능하다. 슬라이스마다밝기보상파라미터를지정하
여 슬라이스 헤더에서 전송한다. implicit 모드가 weighting 
factor 만으로밝기보상을수행했던것에반면 explicit 모드
는 offset 값도사용한다. 파라미터를전송하는비용이들지
만 implicit 모드보다정밀하게밝기보상을할수있다.  WP
는필요성에따라서지속적으로연구가되어 HEVC에도채
택되었다. HEVC[6]에서도 H.264의WP와같이슬라이스내
모든코딩블록에동일한밝기를보상하기때문에지역적인

밝기변화는보상하기어렵다. 따라서이점을보완하여지역
적밝기보상을위한기술로 LIC가소개되었고차세대압축
표준의 후보 기술로 연구가 되고 있는 중이다.   

LIC[10]는 지역적 밝기를 보상하고자 CU 단위로 최적화
된 밝기 보상을수행한다. LIC를적용할 때에는움직임예
측 수행 시밝기차를제외하였을때 현재 블록과의오차가

가장 적은 예측 블록을 탐색하여 정확한 움직임을 찾는다. 
LIC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움직임 예측의 오차 측정 수단
으로단순히두블록의픽셀의차이값을더하는 SAD(Sum 
Absolute Difference)를사용한다. LIC를수행할때는 현재
블록과예측블록의 DC값차이를제외하고움직임예측을
수행하기위해 MRSAD(Mean Removed Sum Absolute Di- 
fference)를사용한다. 이와같이 LIC를수행할경우와수행
하지않는경우움직임예측을 각각 수행해야하므로 부호

화기의복잡도가증가한다. 단방향 예측과 양방향 예측 모
드모두에서선택적으로적용될수있고수행여부가1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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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CU마다 전송된다.
단방향예측일경우예측블록생성과정에서 LIC가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수행된다. 부호화기에서는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여, 복호화기에서는부호화시정해진움직임벡터를
사용하여초기예측블록을생성한다. 정밀한움직임예측을
위해정수픽셀단위의예측블록을소수픽셀단위로움직

임보상을수행한다. LIC를수행하는경우에는 LIC와효과
가 일부 중복되는 WP를 수행하지 않고 LIC를 수행한다.
현재 블록과 예측 블록의 샘플 값들이 선형의 관계라는

가정으로 움직임 보상이 적용된 예측 블록에 선형 모델을

사용하여식 (1)과같이 LIC를적용한다. α는 scale factor이
고, β는 offset이다.

Pr′′ Pr′ (1)

CU마다최적화된밝기보상파라미터를유도하여적용한

그림 2 . 단방향 예측에서 LIC 파라미터 유도에 사용되는 픽셀
Fig. 2. Pixels used to derive LIC parameters in uni-directional pre-
diction

다. C(n)은 현재 블록의 이웃하는 샘플들이고 R(n)은 참조
블록의이웃샘플들이다. 현재블록을부/복호화하고자하
는시점에이미부/복호화가완료된위쪽, 왼쪽으로이웃하
는샘플을이용하고그림 2와같이절반의갯수로샘플링하
여 사용한다.   

 
∙∙ ∙
∙∙ ∙

 
∙

(2)

양방향 예측일 경우 예측 블록 생성 과정에서 LIC가 그
림 3과같은순서로수행된다. 참조프레임리스트들로부터
초기 예측블록들(Pred0과 Pred1)을유도하고 움직임 보상
을 적용한 뒤 LIC를 수행한다.  

두 예측 블록에 대하여 각각의 scaling factor  , ′와
offset  , ′를유도하여식 (3)과같이각예측블록에 LIC
를수행한다. 그림 4와같이첫번째예측블록의파라미터
를유도할때는현재블록과첫번째예측블록의이웃하는

샘플을 사용하고 두 번째 블록의 파라미터를 유도할 때는

두번째블록과현재블록의이웃하는샘플을사용한다. 단
방향예측일때와동일하게최소자승법을사용하여 scaling 
factor와 offset을유도한다. LIC가수행된경우에는WP 단
계에서두예측블록의가중치를동일하게 하여 최종 예측

블록을 생성한다.

그림 3 . 복호화기에서 양방향 예측이고 LIC를 수행할 때 흐름도
Fig. 3. Flow of LIC in bi-prediction in decoder

그림 1. 복호화기에서 단방향 예측이고 LIC를 수행할 때 움직임 예측 블록 생성의 흐름도
Fig. 1. Flow of LIC in uni-prediction in 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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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Pr′
Pr′′ ′Pr′′

(3)

Ⅲ. 제안하는 양방향 예측 모드에 대한
저복잡도 LIC

LIC는큰 BD-rate 성능향상을거두었지만 부/복호화시
간또한크게증가시켰다. 특히단방향예측일경우하나의
레퍼런스 프레임 리스트를 참조하여 생성한 예측블록에

LIC를 적용하는 반면 양방향 예측일 경우 두 레퍼런스 프
레임리스트로부터각각생성한예측블록에 LIC를적용하
기때문에 LIC의복잡도가 2배로높다. 따라서본논문에서
는 양방향 예측의 LIC 복잡도를 줄이고자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번째로양방향예측시그림 5과같은순서로
LIC를수행하는방법을제안한다. 화면간예측수행시현
재 프레임보다 먼저 부/복호화 되어 DPB(Decoded Picture 
Buffer)에저장되어있는 프레임들을 참조하여 예측 블록을
생성한다. 이때 DPB에저장되어있는프레임들로레퍼런스
프레임리스트를 2개를구성한뒤각각의레퍼런스프레임
리스트로부터두개의초기예측블록을생성한다. 초기예
측블록들에 대하여 각각 보간을 수행하여 소수 픽셀 단위

의 정밀한예측블록을생성하고이를움직임보상이라한

다. 기존의방법은움직임보상을수행한뒤각예측블록에
LIC를적용하였지만제안하는방법은두예측블록을병합
하는WP를먼저수행한다. 식 (4)와같이WP 단계에서두
예측 블록이 동일한 비율로 가중 합산되어 병합된다. 

Pr  Pr′  Pr′   ≫  (4)

병합된하나의예측블록에식 (5)와같이 LIC를 수행하
여 최종 예측 블록을 생성한다.  
제안하는 두 번째 방법은 LIC 파라미터 유도 과정의 계
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식 (5)과 같이 scaling factor는
1로 고정하고 offset(β) 값만을 사용하여 간소화된 방법으
로 밝기를보상하는 방법이고첫번째방법과함께사용된

다. 양방향예측일경우단방향예측에비해더많은정보를
이용하여오차가더적은예측블록을생성하므로간소화된

LIC를 통해서도 충분히 밝기 보상을 수행할 수 있다.

Pr′ Pr (5)

Offset 파라미터는최소자승법을사용하여식 (6)을통해

그림 5. 복호화기에서 제안하는 움직임 예측 블록 생성의 흐름도
Fig. 5. Proposed flow of LIC in bi-prediction in decoder

그림 4. 양방향 예측에서 LIC 파라미터 유도에 사용되는 픽셀
Fig. 4. Pixels used to derive LIC parameters in bi-directional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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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된다. WP에서두예측블록을평균내어 LIC를적용하
므로 리스트 0과 1로부터생성된두예측블록의이웃하는
샘플들( ,  )의평균값과현재블록의이웃하는샘플들

(C)의 값을 이용하여 offset을 유도한다. 파라미터 유도에
사용되는 샘플들의 위치는 기존의 LIC와 동일하다.

 
＋１ ≫  (6)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제안하는방법은 BMS-2.0.1을기반으로구
현되었다. 성능평가를위한실험은 MPEG 표준실험영상
의 B, C, D 클래스를 사용하여 JVET CTC(Common Test 
Condition)[11]의 RA(Random Access) 조건에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양자화파라미터(QP)는 22, 27, 32, 37을사용하
였다. 본논문에서는속도성능관점에서공정한비교를위

Class Sequence
BD-rate

Enc Time(%) Dec Time(%)
Y (%) U (%) V (%)

Class B

MarketPlace 0.41 0.46 0.27 101 99
RitualDance 0.60 0.35 0.51 101 99

Cactus 0.44 0.09 0.11 101 99
BasketballDrive 0.34 0.20 0.23 101 99

BQTerrace 0.23 -0.11 -1.27 102 103

Class C

BasketballDrill 0.40 0.35 0.30 101 100

BQMall 0.18 0.05 0.00 101 99

PartyScene 0.28 0.31 0.28 102 98

RaceHorses 0.35 0.40 0.49 101 102

Class D

BasketballPass 0.10 -0.25 0.19 101 97

BQSquare 0.06 0.34 -0.41 103 100

BlowingBubbles 0.34 0.20 0.35 102 100

RaceHorses 0.09 0.09 0.13 102 98
Overall All 0.29 0.19 0.09 101 99

표 2. BMS2.0.1(with LIC on) 대비 제안하는 방법 1을 사용한 경우의 BD-Rate 성능 및 부호화 시간
Table 2. BD-Rate performance and coding time when using proposed method 1 compared to BMS2.0.1(with LIC on)

Class Sequence
BD-rate

Enc Time(%) Dec Time(%)
Y (%) U (%) V (%)

Class B

MarketPlace 0.37% 0.35% 0.28% 101 99
RitualDance 0.61% 0.18% 0.18% 101 99

Cactus 0.42% 0.19% 0.02% 101 99
BasketballDrive 0.35% 0.32% 0.36% 101 98

BQTerrace 0.23% -0.24% -1.48% 101 103

Class C

BasketballDrill 0.42% 0.43% 0.39% 101 100
BQMall 0.19% 0.20% -0.07% 101 99

PartyScene 0.28% 0.21% 0.21% 102 98
RaceHorses 0.34% 0.34% 0.59% 101 102

Class D

BasketballPass 0.12% 0.02% 0.11% 102 97
BQSquare 0.01% 0.52% -0.42% 103 100

BlowingBubbles 0.31% 0.14% 0.27% 101 100
RaceHorses 0.08% 0.28% 0.11% 101 98

Overall All 0.29 0.23 0.04 101 99

표 1. BMS2.0.1(with LIC on) 대비 제안하는 방법 1과 2를 모두 사용한 경우의 BD-Rate 성능 및 부/복호화 시간
Table 1. BD-Rate performance and coding time of proposed method 1 and 2 compared to BMS2.0.1(with LIC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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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Intel i7-5960X 3GHz CPU, 32GB 메모리의 동일한
성능을갖는 5대의 PC로클러스터를구성하여모든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1은 BMS-2.0.1 대비 제안하는방법 1과 2를 모두 사
용할 경우의 BD-rate 성능 및 부호화 속도를 나타낸다. 제
안하는 방법은 BMS-2.0.1 대비 Y, U, V 각각 0.29%, 
0.23%, 0.04%의 BD-rate[12] 성능을보이고거의동일한부/
복호화 시간을 갖는다.
표 2는 BMS-2.0.1 대비제안하는방법 1의 BD-rate 성능
및 부호화 속도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은 BMS-2.0.1 
대비 Y, U, V 각각 0.29%, 0.19%, 0.09%의 BD-rate 성능을
보이고 거의 동일한 부/복호화 시간을 갖는다.
표 3은 BMS-2.0.1 대비제안하는방법 2의 BD-rate 성능
및 부호화 속도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은 BMS-2.0.1 
대비 Y, U, V 각각 0.1%, 0.15%, 0.15%의 BD-rate 성능을
보이고 거의 동일한 부/복호화 시간을 갖는다.

Cactus 영상과 BasketballDrill 영상과 같이 객체의 그림
자로인한조명변화가심하거나, RitualDance 영상과같이
자연광으로 인한 심한 국소적, 전역적 조명변화가 존재하
는경우그렇지않은영상보다상대적으로 LIC가선택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LIC의 선택 비율이높은영상들이 그
렇지않은영상보다제안하는방법에의한 BD-rate 손실이
크다.
표 4는기존의 LIC와 제안하는 LIC의파라미터유도과

LIC in BMS2.0.1 in 
bi-prediction

Proposed LIC in 
bi-prediction

Multiplication ×× 0
Addition ×× ×

표 4. 양방향예측에서 BMS2.0.1 의 LIC와제안하는 LIC의파라미터유도
과정의 복잡도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complexity of parameter derivation process 
of LIC of BMS2.0.1 and proposed LIC in bidirectional prediction

정의복잡도비교를나타내고있다. 기존의 LIC는식 (1)와
같이 선형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 블록에 밝기를 보상한다. 
밝기 보상 파라미터로 scaling factor와 offset을 사용하고
식 (2)와같이현재블록과예측블록의주변픽셀들을사용
하여 최소 자승법을통해 유도한다. scaling 파라미터를 유
도한뒤그값을사용하여 offset 값을유도한다. 최소자승
법으로 scaling 파라미터를유도하는과정에서현재블록과
참조 블록의 주변 픽셀들에 대하여 곱셈과 덧셈이 각

× (현재 블록의 너비와 높이 중 작은 값) 만큼 수행된
다. 유도된 scaling값을이용하여 곱해진 참조블록의 주변
픽셀값과현재블록의주변픽셀값의차이가최소가되도

록 offset값을유도한다. 따라서 offset을유도하는과정에서
도곱셈연산이수행된다. 양방향예측인경우파라미터유
도에사용되는 곱셈과덧셈이두배로증가하여 각각의계

산복잡도가 ××  이 된다. 
제안하는 LIC는밝기보상에 offset 파라미터만을사용하
기때문에식 (5)와같이간소화된방법으로파라미터를유

Class Sequence
BD-rate

Enc Time(%) Dec Time(%)
Y (%) U (%) V (%)

Class B

MarketPlace 0.25 0.25% 0.22% 100 99
RitualDance 0.18 0.19% 0.23% 100 99

Cactus 0.20 0.26% 0.08% 100 99
BasketballDrive 0.07 0.13% 0.20% 100 98

BQTerrace 0.15 0.48% 0.09% 100 103

Class C

BasketballDrill 0.15 0.14% 0.12% 100 100
BQMall 0.05 0.12% 0.20% 100 99

PartyScene 0.06 0.10% 0.13% 101 98
RaceHorses 0.22 0.40% 0.19% 100 102

Class D

BasketballPass 0.01 -0.37% 0.15% 100 97
BQSquare -0.01 0.10% -0.46% 100 100

BlowingBubbles 0.01 -0.15% -0.01% 99 100
RaceHorses 0.01 0.34% 0.81% 102 98

Overall All 0.1 0.15 0.15 100 99

표 3. BMS2.0.1(with LIC on) 대비 제안하는 방법 2를 사용한 경우의 BD-Rate 성능 및 부호화 시간
Table 3. BD-Rate performance and coding time when using proposed method 2 compared to BMS2.0.1(with LIC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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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다. scaling 파라미터와 offset을 유도하기위해 사용되
었던곱셈연산을 수행하지않아도 되고 덧셈 연산의수행

도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Ⅴ. 결 론

차세대압축표준에 LIC가추가되어부/복호화기의복잡
도가 증가하였다. 양방향 예측일 경우단방향예측과 비교
하였을 때많은정보를 사용하여예측을 수행하여압축효

율이더높지만복잡도도더높다. 따라서본논문은양방향
예측 모드에서 LIC의 복잡도 감소를 위해 양방향 예측일
경우 LIC를간소화하여수행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양방
향예측일경우움직임보상이적용된두개의예측블록을

평균내어생성한예측블록에 LIC를적용하고 LIC 파라미
터로오프셋값만사용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BMS-2.0.1 
대비 Y, U, V 각각 0.29%, 0.23%, 0.04%의 BD-rate 성능을
보이고 부/복호화 시간은 비슷하였다. 부호화 효율의 감소
가 있었지만, LIC 파라미터 유도과정에서 곱셈 연산이 제
거되고덧셈연산이절반으로감소됨에따라계산복잡도가

크게 감소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LIC의
계산복잡도가감소되었지만일부영상에대하여큰부호화

효율 감소가 있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 제안하는 방법
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호화 효율

감소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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