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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VC (Versatile Video Coding)는 기존 HEVC에 비해 약 2 배 높은 부호화 효율을 목표로 HD / UHD / 8K 및 HDR (High 
Dynamic Range) 비디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현재 표준화의 막바지에 이른 새로운 최신 비디오압축 국제표준기술이다. 또한
스크린 컨텐트 부호화, 적응적인 해상도 변경 및 독립적인 서브 픽처와 같은 다양한 기능의 지원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VVC의 색차 인트라 예측모드를 위한 효과적인 부호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색차신호의 인트라부호화 모드를 위한 신호방법을
조사하고, 이중 DM모드 (Derived Mode) 가 사용되는 경우 휘도블록의 각도 (angular) 모드 참조 시 단순화된 방향을 적용하여
색차블록에 적용되는 화면 내 예측모드를 간략화 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기술은 시스템의 복잡도는 낮추면서 DM모드의
선택확률을 높여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때, 블록의 크기까지 고려할 경우, 부호화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bstract

VVC (Versatile Video Coding) is a new video compression technique that is being standardized, and it supports HD / UHD / 
8K video, and High Dynamic Range (HDR) video with a goal of approximately 2 times higher coding efficiency than the 
conventional HEVC. It also aims to support a variety of functionalities such as screen content coding, adaptive resolution changes, 
and independent sub-pictur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signaling process of intra prediction mode first, and develop an 
effective coding method of the chroma intra prediction mode. In case of the DM mode, the proposed method simplifies the 
prediction mode of the chorma intra prediction mode when referring to the angular mode of the luminance block. It can improve 
coding efficiency of the chroma intra prediction mode, and the proposed process can also consider the size of the block in order 
to further improve its cod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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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디오 압축 기술은 기본적으로 정교한 신호 예측을 통

해영상내, 또는영상간에존재하는중복성을최소화하면
서도 동시에 부호화된 비디오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람의 눈으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정보를 주로 제거

한다. 지금까지다양한기관및회사들의경쟁과협업을통
해 성능이 우수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이 개발되어왔는데, 
각 기술들의효과는 공간/시간주파수, 텍스처, 에지, 컬러, 
물체의 움직임 등과 같은 압축될 신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르다. 지금까지 카메라, 디스플레이, 통신, 방송 및
다양한 서비스의 빠른 개발을 반영하며 새로운 비디오 부

호화 표준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왔지만, 최근 UHD 
(Ultra High Definition) 컨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함에따라보다더 높은 압축효율을 갖는 부호화기술

이 또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SO/IEC SC29/ 
WG11/MPEG (Motion Pictures Experts Group) 및 ITU-T/ 
VCEG (Video Coding Experts Group)은 상호 협력하여만
든 JVET (Joint Video Experts Group)을 중심으로, VVC 
(Versatile Video Coding)로 명명된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
를위한국제표준화활동을진행하여오고있다. 이표준화
활동에서는 기존최신비디오 부호화표준인 H.265/HEVC 
대비 2배이상의부호화성능을목표로다양한부호화방법
들이 논의되어왔다. 2018년 5월, VVC 표준화를위한공동
실험을위해 VTM(VVC Test Model) 1.0으로알려진 VVC 
테스트모델의 첫번째버전이출시되었고, 2020년 3월현
재 VTM 8.0이 정하여졌으며, 2020년 10월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FDIS)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표준
화가 진행 중이다.

VVC의 다양한 부호화기술들 중에서, 영상내의 중복성
을제거하는화면내예측 (Intra Prediction) 방법은 현재블
록의 주변에 있는 이미 재구성된 참조샘플들을 사용하여

현재블록을예측한다. 화면내예측방법의부호화효율은 

영상 간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화면 간 예측 (Inter Predic- 
tion) 보다 현저히 낮지만, 인트라 픽처는 랜덤 액세스 및
전송 에러에 대한 견고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전송되어야

하기때문에실제서비스에서는매우중요하다. VVC 표준
화 과정에서도, HEVC때와 마찬가지로, 영상화소간 또는

블록간의공간적중복성을감소시키기위해다양한기술이

연구되어왔다. HEVC는 35개의서로다른화면내예측모
드를 사용했으나 VVC에서는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20개의 광각(wide) 방향성(angular) 모드 및 65개의 일반
방향성 모드를 포함하는 최대 87개의 부호화 모드를 지원
한다. 이와같이 VVC는보다세밀한방향성에대해인트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사각형 블록을 허용함에 따라

광각 방향성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트라
예측은휘도및색차블록에대해서로다른방법을사용할

수 있다. 
휘도및색차신호의특성은일반적으로많은경우상이

하다. 색차블록에대한화면내예측모드의수또한 HEVC
에서 5개였던 것에 비해 VVC에서는 8가지로 증가되었다. 
화면 내 예측기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화면내예측된 블록 신호를생성하고 예측 잔차

를부호화하는것이고, 둘째는예측된블록을생성하는방
법을지시하는예측모드정보를부호화하는것이다. 본논
문에서는 색차블록에 대한 화면 내 예측된 모드정보를 부

호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Ⅱ. 색차채널에서의 화면 내 예측기술

1. 색차블록에서의 화면내 예측 부호화 동작방법

화면내예측부호화기술은시간적으로다른영상을참

조하지않고부호화 하려는현재영상내의 공간적주변정

보를이용하여현재블록을예측한다. 화면내부호화기술
에서는화소간또는블록간의공간중복성을최대한줄이

도록화면내예측을효과적으로하는것이핵심이다. 이를
위하여 공간적으로 주변에 위치한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통상 율-왜곡 최적화기술을사용하여정
할 수 있다. VVC의 색차블록에서의 화면 내 예측에는 5 
가지 기본 예측모드 (Planar, DC, Horizontal, Vertical, 
DM(Derived Model) 및 3 개의 LM(Linear Model) 모드가
있다. LM모드는 LM_Chroma 모드, 또는 CCLM (Cross 
Component Linear Mode) 모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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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면 내 예측
Fig. 1. Intra Prediction

Planar모드는 수평 및 수직 선형 보간 값을 평균하여 화
소 값을 예측한다. Vertical 모드는 부호화 하고자 하는 현
재 블록의 최상위 라인과 바로 인접한 주변 블록의 화소

값들을 예측치로 사용하여, 부호화하려는 현재 블록 내화
소들을 수직방향으로 예측하며, Horizontal 모드는 부호화
하고자 하는 현재 블록의최 좌측컬럼과 인접한주변블록

의화소값들을예측치로사용하여, 부호화하려는현재블
록내 화소들을 수평방향으로 예측한다. DC예측모드는현
재블록내의모든화소에대해서 하나의값으로동일하게

예측하는방법이다. LM모드의경우에는, 휘도신호와색차
신호사이의 채널 간상관성을이용하기 위하여휘도신호

와 색차 신호의 화소 값들 간의 선형모델(Linear model: 
LM)을먼저정한다. 그리고 이모델을 이용하여 부호화할
색차블록에대응하는휘도블록의복원된휘도신호를기반

으로, 즉, 동일한 CU(Coding Unit)의재구성된휘도샘플을
기반으로 부호화할 색차블록의 예측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pred_C (i,j)=α·rec_L'(i,j)+ β               (1)

식(1)에서 pred_C(i, j)는 CU에서예측된색차 샘플을나
타내고, rec_L'(i, j)는 동일한 CU의 다운 샘플링된 재구성
된 휘도 샘플을 나타낸다. 이러한 선형모델을사용하는경

우를 LM을 사용했다고 하거나 같은 의미로 CCLM(Cross 
component linear model)을 사용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참조하는 부분이 블록의 상단 샘플인지, 좌측샘플인
지에따라 CCLM_L(Left), CCLM_T(Top)로 나뉠수있다.
마지막으로 DM모드는 Derived모드를나타내며이 경우
현재색차블록은이에대응하는휘도블록의동일한예측모

드를 사용한다. 각각의 모드를 표시하기 위하여, Planar 모
드는 0번모드, DC모드는 1번모드, Vertical, Horizontal 모
드는 각각 2번과 3번모드, LM_Chroma모드는 4번모드, 그
리고 마지막으로 DM모드는 7번 모드로 할당된다. 색차블
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를 신호할 때, 주어진 색차블록이
DM모드가아니라는것은해당색차인트라블록이휘도블
록에 의해 지시된 예측모드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전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처리과정이 추가된다.

intra_chroma_pred_mode
IntraPredModeY

0 50 18 1 X ( 0  <=  X  <=  66 )
0 66 0 0 0 0
1 50 66 50 50 50
2 18 18 66 18 18
3 1 1 1 66 1
4 81 81 81 81 81
5 82 82 82 82 82
6 83 83 83 83 83
7 0 50 18 1 X

표 1.  휘도블록의화면내예측모드에따른색차블록의화면내예측모드재편성
Table 1. Remapping of Chroma Intra Prediction Mode Based on Luma 
Intra Prediction Mode

즉, 현재 색차블록이 DM모드가 아니라는 것은, <표 1>
에나와있는것처럼색차화면내예측모드를복호화할때

후보들로부터 IntraPredModeY에 대응하는 모드를 고려할
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IntraPredModeY가색차인트
라예측 (Planar(0), DC(1), Horizontal(18), Vertical(50))의
기본모드중하나인경우에, IntraPredModeY에대응하는
모드는 효과적인 색차 인트라 모드 부호화를 위해 일괄적

으로 66번모드로대체된다. <표 1>은 색차채널에서 DM모
드를 유도하여 현재 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를 디코딩할

때사용되는방법이다. 예를들어휘도블록의화면내예측
모드(IntraPredModeY)가 0(planar모드)이면, 기존에 색차
채널의 화면 내 예측모드 후보 리스트의 0번에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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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ar 모드가 66번(Vertical Diagonal) 방법으로 대체되어
진다. 이대체되어지는 개념은 <표 1>에나와있듯이 모든
색차채널의 기본모드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통상적으
로 대체되어지는 모드 66은 선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2. 색차블록에서의 화면내 예측모드 신호방법

부호화기는 부호화할 현재 색차 신호 블록에 대한 화면

내 예측모드를 결정하고, 이를 부호화하여 복호화기에 전
송한다. <표 2>에 나와 있는 “Bin allocation”에서는 색차
신호블록의 화면 내예측모드의각값에해당하는 이진화

스트링을 확인할 수 있다. 복호화기는복호화할현재 색차
신호블록에 대한 색차 채널의화면내예측모드정보를비

트스트림에서 파싱하여 얻은 후, 현재색차신호블록에대
한 화면 내예측복호화를 수행한다. 가장 효율적인 하나의
화면 내 예측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주변에
위치한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최적인지는 통상율-왜
곡최적화 기술을사용하여정한다. 모드는 <표 2>에 나와
있는 0번부터 7번까지 중의 하나로 결정된다. 

idx Prediction mode Bin allocation
0 Planar 0100
1 Vertical 0101
2 Horizontal 0110
3 DC 0111
4 DM 00
5 CCLM_LT 10
6 CCLM_L 110
7 CCLM_T 111

표 2.  색차신호의 화면 내 예측모드의 부호화를 위한 이진화 표
Table 2. Binarization of Chroma Intra Prediction Mode

 

3. 세분화된 각도모드 개발로 인한 DM모드
선택빈도의 변화

색차 신호 부호화시 사용빈도가 높거나 화질 유지에 효

과적인 화면 내 예측모드는 DM과 CCLM모드이다. 즉, 
<표 2>에서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서는 보다 짧은 빈에 사
용 빈도수가 높은 모드를 할당함으로써 화면 내 예측모드

를효율적으로신호할수있었다. 그러나, 최근기술발전에

따르면화면내예측을위하여사용하는 Angular 예측방향
이종래보다더욱세분화되어그예측방향이 기존의 33개
에서 65개까지더 세분화되었고, 이에따라 색차블록의경
우 DM모드가 발생하지않을확률이 더욱 커졌다. 예를 들
면, 색차블록의 예측 방향이 수직(Vertical) 방향이고 이에
대응하는휘도블록의예측방향이 수직에 가까울 때, 만일
휘도블록의예측방향에대한구분이밀하지않을경우(즉, 
종래의 경우)에는 휘도블록의 예측 방향은 수직방향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 경우 색차블록은 DM모드
를갖게될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휘도블록의예측방향
에대한구분이매우세밀하게되었기때문에, 위의예시에
서 휘도블록의 예측 방향은 수직방향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에인접한다른방향의예측모드로결정될것이다. 이경
우 색차블록은 DM모드를갖지 않게 된다. 따라서, <표 1> 
또는 <표 2>에나타난것과같은종래의기술적용시휘도
신호에대한세밀한 angular방향모드에의해 DM모드선정
확률이 낮아져 색차 신호에 대한 부호화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Ⅲ. 효율적인 DM모드 선정방법

1. 간략화된 휘도블록의 화면내 예측모드 적용을
통한 DM모드선정방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략화
된 휘도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 적용을 통한 DM모드 선
정 방법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색차 신호의 공간해상도
는 사람의눈에상대적으로민감하지 않기 때문에휘도신

호의 공간해상도보다 조금 낮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휘도블록의 화면 내 예측 방향이 특정
예측방향과크게다르지않다면, 휘도블록의화면내예측
방향을상기특정예측방향으로간주하여 DM모드로결정
될수있도록한다. 이를위하여휘도방향의간략화범위를
나타내는변수 S를경계값으로정하고, 휘도블록의화면내
예측모드가 수직방향±S (마찬가지로 Horizontal 예측경우
는 수평방향±S) 일 때, 색차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 부호
화시범위내의모드들을수직방향(수평방향) 모드로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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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휘도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가 수직방향±S (수평방
향±S) 이더라도 DM모드가 선택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휘도블록의 화면 내 예측 방향을 나타내는

IntraPredModeY의 값이 49번 모드라고 하고 (<그림 1>에
표시된화면내예측모드에따른예측방향을살펴보면, 49
번 모드는 정확히 수직방향은 아니지만, 매우 수직방향에
가까운방향으로간주할수있다), 현재색차블록에서화면
내 예측 방향은 수직방향이 최선이거나 간략화 경계범위

±S내의화면내예측방향에대한예측자들의차이가거의
없다고하자. 이경우, 종래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현재 색
차블록의화면내예측모드는수직방향±S (수평방향±S) 모
드인 49번 모드를 휘도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DM모드)
에 할당하기 때문에 현재 색차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는

DM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intra_chroma_pred_mode는 소
요비트량이더적은 DM모드대신, 소요비트량이더많은
Vertical 모드로부호화된다. 그러나 제안기술을 적용할경
우, 현재휘도블록의화면내 예측모드가 수직방향과 근사
하게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를 색차블록을 부호화하는
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간주한다면, 현재 색차블록은 DM
모드로 결정할 수 있으며 intra_chroma_pred_mode는 소요
비트량이 더 많은 Vertical 모드 대신, 이보다 더욱 효율적
인 DM모드로부호화하는것이가능하다. 즉, 휘도신호의
화면 내 예측과는 상관없이 색차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

부호화를더욱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게되는장점이생

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색차채널에서 인트라모드 후
보리스트를결정할때에 DM모드가어떤모드인지결정하
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휘도채널의 인트라모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제안방법은 위의과정속에서 색차채널의화
면내예측모드후보리스트를간략화시켜 DM모드를간략
하게유도할 수있어본제안방법에따른추가적인 계산량

은 미미하다. 
즉, 색차블록의 화면 내 예측을 위하여수직방향모드(즉

50번 모드)를, 그리고 휘도블록의 화면 내 예측을 위하여
49번 모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더욱 적은

비트율을사용하면서도화질에영향이없도록하여부호화

효율을더높일수있는이점이생긴다.  본논문에서는 S의
값이 1,2인 두 경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intra_chroma_
pred_mode

IntraPredModeY
0 50+-S 18+-S 1 X ( 0  <=  X  <=  66 )

0 66 0 0 0 0
1 50 66 50 50 50
2 18 18 66 18 18
3 1 1 1 66 1
4 81 81 81 81 81
5 82 82 82 82 82
6 83 83 83 83 83
7 0 50 18 1 X

표 3. 간략화된 휘도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에 따른 색차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 재편성
Table 3. Remapping of Chroma Intra Prediction Mode Based on 
Simplified Luma Intra Prediction Mode

 

2. 블록의 모양과 크기를 고려한 DM모드선정

Quadtree(QT) 기반 블록분할과는 달리 최근에는 QTBT 
(QTBT: Quadtree-Binary Tree)의개념을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부호화 블록은 정사각형 모양에서 더 나아가
직사각형모양도가질수있게되었다. 따라서, 블록의모양
에 따라서특정한화면내예측모드가더 자주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는 등의 경향성이 확연하게 생길 수 있다. 즉, 
정사각형 블록만 있을 경우와 비교하여 화면 내 예측모드

의 발생 경향성은 직사각형블록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최근기술변화를반영하여, <그림 2>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간략화된 휘도블록의 화면 내예측모드기

술을적용할때블록의모양을고려하도록하였다. 즉, 블록
이아래로긴모양의직사각형으로분할되어있는 CU에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참조블록과 예측되어야 할 블록 내 샘

플의 거리가짧은 수직방향에서의 예측에대하여 DM모드
의간략화및재할당하는방법을, 블록이옆으로긴모양
의직사각형으로분할되어있는 CU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
참조블록과 예측되어야할 블록 내 샘플의 거리가 짧은 수

평방향에서의예측에대하여 DM모드의간략화및재할당
방법을 실험하였다. 
한편, 작은크기의 색차블록의 경우상대적으로 큰 크기
의 블록처럼 화면 내 예측 방향을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림 3>과 같이 블록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화면내예측방향을설정하여도인접화면내예측

방향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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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차블록에 대하여적용되어질수있는각도를제한하도록
적용모드를 간략화함으로써 보다 더적합하게압축성능

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Ⅳ. 실험결과 및 분석

1. 실험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색차 신호의 DM모드 적용시 간략화된
휘도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를 적용하여 보다 짧은 빈으

로화면내예측을할수있도록하여색차블록의효과적인

화면 내 예측모드 부호화 방법을연구하였다. 제안된 방법
은 테스트 모델 VTM8.0에서 구현되었으며 성능실험은

Intel Core i7-8700 @ 3.2GHz 플랫폼에서 수행되었다. 

All-Intra에서양자화매개변수 22, 27, 32 및 37 (모든프레
임은 I 슬라이스로 부호화 됨) 및 JVET 공통 테스트

(Common Test) 조건에지정된대로권장시퀀스를사용하
여실험그룹중 Class C와 Class D를대상으로수행하였다
[4]. <표 4> 에서는 BD-Rate (BDBR) (%)의관점에서 제안
된방법들과앵커사이의성능비교를확인할수있다. 비교
대상(anchor)은 <표 1>과같이색차화면내모드를부호화
하는 VTM 8.0으로구현된종래방법이다. 음수의 BDBR은
제안된방법이 앵커에비해데이터압축관점에서더 우수

함을나타낸다. 또한, 모든실험블록을채널별로독립적으
로 분할하여 압축하는 듀얼트리구조와 색차채널이 휘도채

널에종속적으로속하여하나의분할트리를이용하는싱글

트리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 실험하였다.
Test1은 블록크기를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블록의 가로, 
세로 길이의 곱이 32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화면 내 예측
모드가 17,18,19 번중하나일때 DM모드를 Horizontal(18) 
으로, 49,50,51 번 중 하나일 때는 DM모드를 Vertical(50)
으로인식하여 DM모드에할당하는방법에대한실험이다. 
Test2는블록의가로와세로의길이가모두 4인경우, 색차
블록이가질수있는크기중가장작은블록에대하여예측

모드가 17,18,19 번중하나일때 DM모드를 Horizontal(18) 
으로, 49,50,51 번 중 하나일 때 DM모드를 Vertical(50)으
로 인식하여 DM모드에 할당하는 방법의 실험이다.

Test3은크기를제한하여블록의가로 길이가 4일 때수
직방향을 수정하고, 블록의세로길이가 4일때 수평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제한하여 DM모드를 재할당하는방법에
대한실험이다. S가 1인경우는 대응하는휘도블록의화면

그림 3. 블록의 크기에 따른 화면 내 예측방향
Fig. 3. Intra Prediction Direction According to Block Size

그림 2. 블록의 모양에 따른 화면 내 예측방향
Fig. 2. Intra Prediction Direction According to Block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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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측모드가 17,18,19 번 중 하나일 때 DM모드를
Horizontal(18)으로, 49,50,51 번 중 하나일 때 DM모드를

Vertical(50)으로 인식하여 DM모드에 할당하는 것이고, S
가 2인 경우는 대응하는 휘도블록의 화면 내 예측모드가

Test1 Single_Tree       Dual_Tree
Y U V Y U V

BasketballDrill 0.01% -0.21% -0.15% 0.01% -0.02% -0.01%

BQMall 0.01% -0.13% -0.07% 0.02% 0.06% 0.12%

PartyScene -0.01% -0.03% -0.17% 0.01% 0.00% -0.12%

RaceHorses 0.0.1% -0.02% -0.16% 0.01% -0.11% -0.12%

Average 0.01% -0.10% -0.14% 0.01% -0.02% -0.03%

BasketballPass 0.07% 0.01% -0.02% -0.02% -0.06% 0.02%

BQSquare 0.03% -0.11% -0.42% 0.01% 0.08% 0.13%

BlowingBubbles 0.00% -0.11% 0.10% -0.01% 0.07% -0.17%

RaceHorses -0.01% 0.23% 0.12% 0.01% 0.01% -0.31%

Average 0.02% 0.00% -0.05% 0.00% 0.02% -0.08%

표 4. 실험 1,2,3,4의 실험결과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of Test 1,2,3,4

   

Test2
Single_Tree  Dual_Tree

Y U V Y U V

BasketballDrill 0.01% 0.05% -0.26% 0.01% -0.02% 0.03%

BQMall -0.01% -0.06% 0.10% 0.00% 0.05% -0.08%

PartyScene -0.01% -0.05% -0.01% 0.01% -0.02% -0.02%

RaceHorses 0.02% -0.02% -0.12% 0.01% -0.09% 0.00%

Average 0.00% -0.02% -0.07% 0.01% -0.02% -0.02%

BasketballPass 0.03% 0.02% -0.15% 0.00% -0.14% -0.01%

BQSquare 0.01% -0.03% -0.20% 0.00% -0.02% -0.02%

BlowingBubbles 0.03% -0.27% 0.01% -0.02% 0.10% -0.06%

RaceHorses -0.04% 0.03% -0.04% 0.00% -0.04% -0.03%

Average 0.01 -0.06% -0.10% -0.01% -0.03% -0.03%

Test3 S=1
Single_Tree      Dual_Tree

Y U V Y U V

BasketballDrill 0.02% -0.05% -0.16% 0.02% -0.15% -0.10%

BQMall 0.00% -0.12% -0.06% -0.01% -0.04% -0.08%

PartyScene -0.02% 0.12% 0.00% 0.00% 0.01% -0.09%

RaceHorses -0.02% 0.03% -0.15% 0.00% -0.12% 0.00%

Average 0.00% 0.00% -0.09% 0.00% -0.08% -0.02%

BasketballPass 0.06% -0.23% -0.02% 0.01% -0.16% 0.03%

BQSquare 0.01% -0.01% -0.18% 0.01% 0.00% 0.05%

BlowingBubbles 0.02% -0.20% 0.00% 0.01% -0.10% -0.04%

RaceHorses -0.01% -0.02% -0.06% 0.00% 0.03% -0.03%

Average 0.02% -0.12% -0.06% 0.00% -0.06% 0.00%

   

Test3 S=2
Single_Tree  Dual_Tree

Y U V Y U V

BasketballDrill 0.01% 0.05% -0.26% 0.05% -0.15% 0.06%

BQMall 0.02% -0.31% -0.02% 0.01% -0.02% 0.04%

PartyScene -0.01% 0.05% -0.14% 0.00% 0.00% -0.17%

RaceHorses 0.02% 0.02% 0.03% -0.01% -0.12% 0.07%

Average 0.01% -0.05% -0.10% 0.01% -0.07% 0.00%

BasketballPass 0.07% -0.27% 0.16% -0.02% -0.16% 0.16%

BQSquare 0.01% 0.07% -0.19% 0.00% 0.01% 0.22%

BlowingBubbles 0.02% -0.12% 0.05% 0.01% -0.19% -0.14%

RaceHorses 0.00% 0.04% -0.05% -0.02% 0.06% 0.02%

Average 0.03% -0.07% -0.01% -0.01% -0.07% 0.07%

Test4 S=1
Single_Tree Dual_Tree

Y U V Y U V
BasketballDrill -0.01% 0.02% -0.08% 0.02% -0.15% 0.14%

BQMall -0.03% 0.05% 0.04% 0.00% 0.07% -0.01%

PartyScene -0.01% 0.07% -0.03% 0.00% -0.04% -0.08%

RaceHorses 0.01% 0.01% 0.01% 0.00% -0.07% -0.04%

Average -0.01% 0.04% -0.02% 0.01% -0.05% 0.00%

BasketballPass 0.04% -0.18% -0.06% 0.00% -0.10% 0.03%

BQSquare 0.01% -0.03% 0.04% 0.00% -0.02% 0.05%

BlowingBubbles 0.01% -0.08% 0.04% -0.01% -0.13% 0.07%

RaceHorses 0.00% -0.04% -0.11% 0.00% 0.08% -0.12%

Average 0.01% -0.08% -0.03% 0.00% -0.04% 0.01%

   

Test4 S=2
Single_Tree Dual_Tree

Y U V Y U V
BasketballDrill -0.01% 0.02% -0.08% 0.02% -0.06% 0.12%

BQMall -0.03% 0.05% 0.04% 0.01% 0.05% -0.03%

PartyScene -0.01% 0.07% -0.03% 0.00% -0.01% -0.14%

RaceHorses 0.02% 0.00% 0.01% 0.00% -0.11% 0.09%

Average -0.01% 0.03% -0.02% 0.01% -0.03% 0.01%

BasketballPass 0.04% -0.18% -0.06% -0.02% -0.18% 0.13%

BQSquare 0.01% -0.03% 0.04% -0.01% 0.10% 0.10%

BlowingBubbles 0.01% -0.08% 0.04% 0.00% -0.10% -0.02%

RaceHorses 0.00% -0.04% -0.11% 0.00% 0.02% 0.07%

Average 0.01% -0.08% -0.03% -0.01% -0.04%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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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18,19,20번 중 하나일 때 DM모드를 Horizontal(18) 
으로, 48,49,50,51,52번 중 하나일 때 DM모드를 Vertical 
(50)으로 인식하여 DM모드에 할당한다. 

Test4는 Test1과동일하게크기를제한한 상태에서 색차
블록의 종횡비를 추가로 고려한 실험이다. 색차블록의 가
로가세로보다긴경우, 즉가로로긴블록모양이면서동시
에세로의길이가 4 인경우에대하여, 49,50,51 번중하나
일 때 DM모드를 Vertical(50)으로인식하여 DM모드를재
할당하였고, 색차블록의세로가가로보다긴경우, 즉아래
로긴블록이면서동시에가로의길이가 4인경우에대하여
17, 18,19 번 중 하나일 때 DM모드를 Horizontal(18)으로
인식하여 DM모드를 재 할당하였다.
본 실험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색차 신호 압축 방법에서

제안방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색차블록이작
은 경우는, 화면내예측모드의수를제한하지만그에 따른
큰차이없이압축성능향상을확인할수있었다. 무엇보다

휘도블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색차블록에 대한 성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색차블록의 종횡 비 역시 예측되는
방향의 간략화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실험에서 듀얼트리보다는 색차블록이 휘도블록의 블

록구조에 종속되어있는 싱글트리에서 더 효과를 보았다. 
<그림 4>는 위의 6가지 기술에 대해 8가지 영상에서의

DM모드 변화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RaceHorses영상
의 경우 같은 이름이지만 크기에 따라 다른 영상이므로

사이즈가 RaceHorses_416x 240인 영상을 RaceHorses_S, 
RaceHorses_832x480인 영상을 RaceHorses_L로 구분하여
통계를구했다. 실험결과, 비디오시퀀스종류에따라그성
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PartyScene의
경우 영상자체의 특성에서 알고리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영상으로써 DM모드의선택빈도변화량이가장컸고, 
제안된 알고리즘의구체적인방법은 달랐으나, 색차채널이
사용하는 인트라모드의 종류를 간략화 함으로써 전반적으

그림 4. 제안된 기술 적용시 영상에 따른 DM모드 선택빈도 변화
Fig. 4. Changes in DM Mode Selection by the Proposed Method with Respect to Video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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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M모드가늘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무엇보다도제
안된방법에따라서그분포도상이하게나타났고, 이에따
라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술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논문에서는 색차블록의화면내 예측모드에서 DM모
드결정시세분화된휘도블록의모든모드들을사용하는것

이 아닌, 간략화된화면 내 예측모드로 예측함으로써 작은
비트 소요량으로 동일한 효과의 예측부호화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DM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블륵의크기와모양에따라서 실험을 나누어 진행하였
고 블록의 크기만 제한한 Test1에서는 All Intra config-
uration Class C와 Class D에서 각각 (0.01, -0.02, -0.03), 
(0.00, 0.02, -0.08)를, Test2에서는 (0.01, -0.02, -0.02), 
(-0.01, -0.03, -0.03)를 얻었고, Test3에서 S가1일 때 (0.00, 

-0.08, -0.02),(0.00, -0.06, 0.00), S가 2일 때 (0.01, -0.07, 
0.00), (-0.01, -0.07, 0.07)을 얻었다. 마지막으로블록의모
양도 함께 고려한 Test4에서는 S가1일 때 (0.01, -0.05, 
0.00), (0.00, -0.04, 0.01), S가 2일 때 (0.01, -0.03, 0.01), 
(-0.01, -0.04, 0.07)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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