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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프레임율 증강 기법 (frame rate up conversion: 
FRUC)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프레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LCD 
(liquid crystal display)는 큰 움직임이 있는 영상에서 

모션 블러 현상 (motion blur effect)을 겪는다. 이는 

LCD 같은 저장 방식의 디스플레이 (hold type 
display)의 특성상 빛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특성

에 기인한다[1]. 시청자는 이전 프레임의 잔상이 한

동안 남아있는 특성을 원치 않는다. 프레임율 증강 

기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항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

술이다. 프레임율을 두 배로 증가시켜 모션 블러 

현상을 극단적으로 줄여준다. 프레임율 증강 기법

은 제한된 대역폭 내의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

된다. 좁은 대역폭에서 부호기는 최대한 데이터 전

송량을 줄여야 하며, 이는 전송하는 영상의 홀수 

혹은 짝수 프레임만 전송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복
호기에서는 프레임율 증강 기법을 통해 사라진 중

간 프레임을 생성하게 된다.
다양한 프레임율 증강 기법들이 제안되어왔다

[2]. 물체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은 기법들로는 프

레임 반복 기법, 프레임 평활화 기법이 있으며 소

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쉽다. 프레임 반

복 기법의 경우 프레임간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고, 
프레임 평활화 기법의 겨우 잔상 효과가 발생한다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움

직임 보상 기법이 사용된 보간 기법 (motion 
compensation frame rate up conversion: MC-FRUC)이 

제안되어왔다. 해당 기법들은 블록 정합 기법 

(block matching algorithm: BMA)을 사용한 움직임 

예측 기법과 움직임 보상 기법들로 구성된다.
MC-FRUC는 참 움직임을 고려한 접근 방법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하

는 중복 격자 방식을 이용한 움직임 예측 기법 

(extended bilateral motion estimation: EBME)은 참 움

직임을 고려하지 않는다. EBME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을 이용하여 두 번의 전역 탐색 (full 
search)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느리며, 실시간 응

용에 적합하지 않다. 반면에 서로 다른 중복된 격

자를 통해 두 번의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여 움직임 

벡터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제안하는 MAEBME (modified adaptive extended 

bilateral motion estimation) 알고리듬은 영상의 에지 

정보와 픽셀 정보를 활용한 장면 전환 검출을 통해 

움직임 예측 및 보상 알고리듬 전체의 생략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미리 계산된 에지 정보를 활용한 

블록 유형의 일치여부를 고려한 EBME 수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움직임 예측 과정의 복잡도를 낮춰준

다. 프레임 보간 과정에서 중첩 블록 움직임 보상 

(overlapped block motion compensation: OBMC) 과정

이 프레임 움직임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어, 움직임 

벡터의 부정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블록킹 현상 

(blocking artifact)을 줄여준다[3]. 최종적으로 움직임 

보상 프레임율 증강 기법 (motion compensated 
frame interpolation: MCFI)을 통해 중간 프레임을 생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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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장면 전환을 고려한 적응적 확장 블록 기반의 프레임율 증강 기법인 MAEBME 
(Modified Adaptive Extended Bilateral Motion Estimation)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EBME (Extended 
Bilateral Motion Estimation) 알고리듬은 동일한 구역에 두 번의 움직임 예측을 수행함으로 인해 많은 계

산량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에지 정보와 픽셀 정보를 활용한 장면 전환 검출을 통해 움

직임 예측 및 보상 알고리듬 전체의 생략여부를 결정하며, 미리 계산된 에지 정보를 활용한 블록 유형

의 일치여부를 고려한 EBME 수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움직임 예측 과정을 보다 빠르게 수행하도록 하

였다. 최종적으로 OBMC (Overlapped Block Motion Compensation)와 MCFI (Motion Compensated Frame 
Interpolation)이 프레임 움직임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어 중간 프레임을 생성하게 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듬이 기존의 알고리듬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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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ME를 사용한 MC-FRUC

2.1 쌍방향 움직임 예측

그림 1은 쌍방향 움직임 예측 (bilateral motion 
estimation)을 나타내며, 물체의 움직임이 중간 프레

임의 시점으로 쌍방향으로 대칭적이라는 가정을 

갖는다.

그림 1. 쌍방향 움직임 예측

기존의 단방향 움직임 예측을 통한 BMA는 움

직임 보상 과정에서 홀과 폐쇄 영역 (occluded 
region)으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그러나 쌍

방향 움직임 예측과 보상은 중간 프레임을 블록 

단위로 나누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블록

들을 이용하여 탐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복원 후에 

홀과 폐쇄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쌍방향의 블록

들을 이용하여 식 (1)의 SBAD (the sum of bilateral 
absolute differences)를 계산하고, 이를 최소로 하는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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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x,vy)는 움직임 벡터 후보를 나타내며, 
fn-1과 fn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나타낸다. 
v는 SBAD를 최소로 하는 움직임 벡터이다.

2.2 Extended Bilateral Motion Estimation

쌍방향 움직임 예측의 계산량은 기존의 블록 정

합 기법에 비해 낮다. 이는 탐색 범위가 감소함에

기인하며, 기존의 방법에 비해 계산량이 줄었을 뿐 

여전히 많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또한 물체의 움직

임이 대칭적이지 않을 시에 정확한 움직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EBME는 쌍방향 움직임 예측을 중

복된 격자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인다. 그림 2에 EBME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원

래의 격자를 통해 구한 SBAD와 중복된 격자를 통

해 구한 SBAD를 비교하여, 더 작은 SBAD를 갖는 

격자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도록 움직임 벡터 필

드를 수정한다. 
 

그림 2. Extended Bilateral Motion Estimation

2.3 중첩 블록 움직임 보상 (OBMC)

OBMC는 블록킹 현상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영상에서 화질 개선을 보여준

다. 그림 3의 Bilinear 윈도우를 씌워 블록킹 현상을 

없애며, 윈도우 계수는 식 (2)를 통해 구한다. NxN
은 블록의 크기를 나타내며, 2Nx2N 크기의 윈도우

를 만들어 주변 블록들과 중첩하여 씌운다. 윈도우

는 블록의 경계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블록킹 현상

을 없앤다.

(2 1)

1 1( ) 0, ..., 1
( , ) , 2

,..., 2 1
u v u

N u

u for u N
w u v w w w N

w for u N N- -

ì ü+ = -ï ï= × = í ý
ï ï= -î þ (2)

그림 3. Bilinear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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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움직임 보상을 이용한 프레임 보간

식 (3)의 MCFI 과정을 통해 중간 프레임을 보간

한다. (vx,final, vy,final)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움직임 벡

터이다. n-1, n 프레임을 통해 중간 프레임인 n-1/2 
프레임을 생성한다. 

1 1 , , , ,
2

1 { ( , ) ( , )}
2 n x final y final n x final y finaln

f f x v y v f x v y v-
-
= - - + + +

(3)

그림 4. 제안하는 MAEBME 알고리듬의 흐름도

3. 제안하는 알고리듬

제안하는 MAEBME 알고리듬의 흐름도는 그림 

4에 제시한다. 장면 전환 여부에 따라 움직임 예측 

및 보상 알고리듬 전체의 생략여부를 결정하며, 블

록 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라 EBME 수행여부를 결

정한다. 그리고 프레임 움직임의 성질에 따라 

OBMC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장면 전환시에 프레

임 평활화 기법을 사용하여 움직임 예측 및 보상 

알고리듬 전체를 생략함으로써 계산량을 극단적으

로 줄인다. 장면 전환이 아닌 경우, 블록 유형의 일

치여부 확인을 통해 EBME에서 처음의 탐색이 정

확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추가적인 두 번째 탐색을 

생략하여 계산량을 줄인다. OBMC가 대부분의 영

상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나, 정적인 영상에 대해

서는 평활화를 통한 화질 저하를 가져온다. 정적인 

영상의 경우 대부분의 움직임 벡터가 영벡터 (0,0)
이며, 블록킹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으므로 OBMC
의 적용이 필수적이지 않다. 반면에 동적인 영상의 

경우 블록킹 현상이 많이 일어나므로 OBMC 과정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프레임 움직임의 성질에 따

라 OBMC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5. 소벨 마스크

3.1 에지 정보 계산

장면 전환 검출 및 블록 유형의 일치여부 확인 

과정에서 사용될 에지 정보의 계산을 위해 소벨 마

스크가 사용된다. 두 개의 3x3 커널을 사용하여 참

조 프레임들의 에지 강도를 계산한다. 에지 강도는 

식 (4)를 통해 계산한다.

( , ) x yM x y g g= + (4)

3.2 장면 전환 검출

기존의 장면 검출 알고리듬들은 높은 복잡도를 

갖는다. 따라서 실시간 동작을 요하는 경우에 적용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FRUC 알고리듬은 이미 움

직임 예측과정에서 높은 복잡도를 갖기 때문에 

FRUC 알고리듬에 사용될 장면 전환 검출 알고리듬

은 복잡도가 낮으면서도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전역 장면 전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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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을 사용한다.
장면 전환 검출 알고리듬에서 오 검출이 일어나

는 경우는 다양하다. 카메라 흔들림이 대표적인 예

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프레임간 에지 정보의 차이

가 큰 반면에 픽셀 정보의 차이는 낮다. 이러한 사

실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에지 정보 및 픽셀 

정보 기반의 간단한 전역 장면 전환 검출 알고리듬

을 사용한다.
장면 전환 검출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소벨 마스크를 사용해 얻은 프레임의 에지 

정보의 평균, 그리고 프레임의 픽셀 정보의 평균을 

구한다. 만약 에지 정보의 평균이 문턱치인 T1 보다 

크고, 픽셀 정보의 평균이 문턱치인 T2 보다 크면, 
중간 프레임은 장면 전환 프레임으로 분류된다. 그
리고 장면 전환 프레임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움직

임 예측과 보상 과정을 건너뛰고, 프레임 평활화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1

1

1 ( , ) ( , )

1 ( , ) ( , )

ed n n
x Width y Height

pd n n
x Width y Height

avg M x y M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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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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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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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블록 유형의 일치여부 확인

참 벡터가 아닌 경우에 이전 참조 프레임과 현

재 참조 프레임에서 서로 다른 물체를 인식하게 된

다. 최소 SBAD를 갖는 지점을 통해 얻은 움직임 

벡터가 반드시 참 벡터는 아니다. 따라서 참 벡터

에 가까운 움직임 벡터를 찾기 위해서 두 물체가 

같은 물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블록 유형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각 블록들의 움직임 벡터가 

올바른지 판단한다.
우선 쌍방향 움직임 예측을 통해 움직임 벡터와 

참조 블록들을 찾아낸다. 양측의 참조 블록들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소벨 마스크를 

통해 얻은 프레임의 에지 정보를 식 (6)에 대입하여 

참조 블록의 평균 에지를 구한다. 블록 내의 픽셀

들의 에지 값이 평균 에지 보다 크면 에지 픽셀로 

분류한다. 블록 내의 에지 픽셀 비율이 문턱치인 T3 
보다 크면 에지 블록으로 분류한다.

1_ ( , )
x Width y Height

edge mean M x y
Width Height Î Î

=
´ å å (6)

참조 블록들의 블록 유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절대 참 벡터가 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예

측이 필요하다고 고려되어 EBME를 수행하여 움직

임 벡터의 정확도를 높인다.

3.4 프레임 움직임의 성질 확인

정적인 영상은 움직임 벡터의 대부분이 영벡터

라는 특성을 통해, 프레임 평균 움직임 벡터가 영

벡터에 가까울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프

레임 평균 움직임 벡터의 크기에 따라 OBMC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식 (7)을 통해 구한 프레임 평균 

움직임 벡터가 문턱치인 T4 보다 큰 경우에는 동적

인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OBMC를 적용한다. 반대

의 경우에는 정적인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OBMC 
과정을 생략한다. 최종적으로 보상 과정을 통해 중

간 프레임을 생성한다.

, ,|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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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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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v
M 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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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은 CIF(352x288) 영상 각각의 150개 홀수 프

레임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알고리듬 수행을 통

해 149개의 짝수 프레임을 생성하였다. 원본 짝수 

프레임과 생성된 짝수 프레임 사이의 PSNR (peak 
signal to noise ratio)를 계산하여 객관적 화질 비교

의 척도로 삼았다. 비교 알고리듬으로는 EBME[4]
와 장면 전환 검출 과정이 생략된 AEBME[5]를 사

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설정 환경은 다음과 같다. 기본 블

록 크기를 16x16으로 하였고, 탐색 범위를 -8~+8로 

하였다. 쌍방향 움직임 예측 후 진행되는 EBME 과
정에서는 8x8 크기의 블록을 사용하였고, OBMC에
서 사용되는 bilinear 윈도우에서 N은 16으로 설정

하였다. 장면 전환 검출 관련 문턱치인 T1와 T2는 

각각 0.35, 0.15, 블록 내 에지 픽셀 비율 관련 문턱

치인 T3는 0.6, 프레임 움직임 성질 확인 척도인 T4

는 0.5로 선택하였다. 실험 영상으로는 장면 전환이 

포함된 9개의 영상들을 사용하였다.

4.1 객관적 화질 평가

본 논문의 객관적 화질 실험 결과를 표 1에 제

시한다. 표 1에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블록 유형 

일치여부와 프레임 움직임의 성질을 고려한 경우에

는 기존의 알고리듬과 비슷한 실험 결과를 얻었다. 
미약한 감소는 블록 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EBME 
과정의 생략에서 기인하며, PSNR 향상은 프레임 

움직임을 고려하여 정적인 영상에 OBMC를 적용하

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장면 전환까지 고려한 경

우에는 객관적 화질이 보다 향상되었는데, 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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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환 프레임의 경우에 움직임 예측 및 보상보다

는 프레임 평활화 기법이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준

다.

표 1. PSNR 비교 

Sequence EBME(dB) AEBME(dB) MAEBME(dB)

Table 27.181 27.141 27.268

Big Bang 30.941 30.933 31.405

Family Guy 24.730 24.672 24.987

Friends 32.836 32.834 33.295

Wilfred 26.433 26.426 26.571

Animation 1 33.775 33.842 34.384

Animation 2 31.859 31.824 31.827

Daisy 31.902 31.928 32.066

Wild Life 27.123 27.100 27.377

Avergage(dB) 29.642 29.633 29.909

Difference(dB) 0 -0.009 +0.267

4.2 EBME 수행 횟수

블록 유형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

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를 표 2에 

제시한다. 동적인 영상의 경우 블록 유형의 불일치

가 정적인 영상에 비해 많았으나, 상당 부분에서 

블록 유형이 일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가적인 

EBME 과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많으며, 이를 통

해 움직임 예측 계산량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표 2. 블록 유형 불일치 횟수

Sequence EBME AEBME MAEBME

Table 357 6.631 6.094

Big Bang 357 6.705 4.946

Family Guy 357 6.544 4.966

Friends 357 11.001 8.651

Wilfred 357 15.812 14.718

Animation 1 357 2.275 1.248

Animation 2 357 8.161 6.899

Daisy 357 7.544 5.544

Wild Life 357 18.477 13.913

Avergage 357 9.240 7.442

Gain 1 38.638 47.970

4.3 수행 시간

본 논문의 실험 수행 시간을 표 3에 제시한다. 
여러 확인 과정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AEBME는 EBME에 비해 속도가 2배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면 전환 프레임의 경우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과정이 생략 되고, 또한 추가적인 

EBME 과정이 블록 유형 일치여부 확인 과정을 통

해 대부분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표 3. 수행 시간

Sequence EBME(초) AEBME(초) MAEBME(초)

Table 22.643 12.381 11.778

Big Bang 17.066 9.186 8.615

Family Guy 18.727 10.080 9.363

Friends 17.635 11.651 8.822

Wilfred 17.101 9.549 8.846

Animation 1 15.839 8.372 7.535

Animation 2 17.163 9.369 8.408

Daisy 14.662 7.993 7.129

Wild Life 16.542 9.356 8.159

Avergage(초) 17.486 9.771 8.739

Gain 1 1.790 2.001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장면 전환 여부에 따른 프레임 

평활화 기법 사용, 블록 유형 일치여부와 프레임 

움직임 성질을 고려한 효과적인 프레임율 증강 기

법인 MAEBME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알

고리듬에 비해 객관적 화질을 향상시켰고, 움직임 

예측 및 보상 과정에서의 복잡도 감소로 수행시간

을 단축시켰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

듬의 성능 향상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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