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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움직임 추정은 비디오신호의 압축에 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효율 으로 움직임 벡터를 찾기 하

여 움직임 벡터의 시간 , 공간  유사성을 이용하

다. 벡터를 검색하기 이 에 움직임 벡터의 검색 범

를 크게 9개의 역으로 나  후, 이  임에서 동

일한 치, 재 임의 재 매크로블록의 상 , 상

우와 좌측의 매크로블록에서의 움직임 벡터까지 총 4

개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9개의 역  한 역

을 제 1 후보, 그를 둘러싼 역을 제 2 후보라 정하

고 극소 들(Local Minima)을 피하 다. 모의실험을 

통한 결과 NDS(New Diamond Search) 알고리즘에 비

하여 매크로블록 당 평균 탐색 포인트 수가 5.79 포인

트 감소하고, MSE는 최  104.2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서론 

  통신 및 방송 분야에서, 고화질 TV, 주문형 비디오, 

화상회의 그리고 CD-ROM 보관기록 등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 연구(R01-2005-000-11054 

-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제한된 대역의 채널

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분히 압축할 수 있는 부호화가 필요하다.

  움직임 추정  보상은 MPEG-1/2/4[1-2] 와 

ITU-T H.261/263/264[3-4] 같은 여러 상 압축 표

에서 임간의 시간  복성을 없애기 한 요한 

방법으로서, 동 상 압축효율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움직임 추정은 부호화기(Encoder)에

서 가장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움직임 추정은 블록 매칭 알고리즘(BMA)을 이용하

여 수행된다. 이 블록 매칭 알고리즘  역탐색(Full 

search)방법은 탐색범  내에서 모든 치를 탐색하기 

때문에 최 의 움직임 벡터를 찾을 수 있으나 계산량

이 많이 요구되어 실시간 동 상 압축 시스템에 용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해 많

은 고속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이  

탐색 포인트를 이는 방법으로, 넓은 범 에서 차

으로 좁게 탐색하는 3단계탐색(TSS)[5], 다이아 몬

드 탐색을 응 인(adaptive) 탐색으로 발 시킨 뉴다

이아몬드탐색(NDS)[6], 탐색 포인트 수는 앞의 알고리

즘들 보다 인 CSA[7] 알고리즘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 으로 움직임 벡터를 찾기 한 

방법으로 움직임 벡터의 시간 , 공간  유사성을 이

용하 다. 벡터를 검색하기 이 에 극소 들을 피하기 

하여 움직임 벡터의 검색 범 를 크게 9개의 역으

로 나  후 두 역을 하게 검색하여 좋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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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움직임 벡터

II. 제안한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

2.1 움직임 추정 알고리즘

  일반 으로 MBA에서 유사한 블록의 기 으로 

 값을 사용한다. 다

음 식은 번째 임 내에서   에 치한 크기 

인 매크로블록()에서의 값의 수식이다.

   

 
 








           

2.2 시간 , 공간  특성을 이용한 측 역(P

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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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 역의 측

  본 논문에서는 시간 , 공간  유사성을 이용하여 

재 탐색해야 할 MB의 MV 치가 크게 9개의 공간 

 어느 공간인지를 다음과 같이 측한다.

  그림 2에서의      총 4개

의 를 이용하여 을 구한다.(그림 2)

      
  

탐색 범 를 크게 9개의 역으로 나 어 그  어느 

역에 속하는가를 정하여 이를 측한 하나의 역(P

역, 진한부분)이라 한다.

2.3 측 역을 이용한 보험 역(I 역)의 선택

  에서의 P 역만으로는 극소 들(Local Minima)에 

빠질 험이 있고, 완벽하게 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를 둘러싸고있는 역(I 역, 흐린부분)을 

하게 탐색한다.

  P 역(진한부분)은 그림 3과 같이 a),b), ... ,i) 총9가

지 경우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I 역

(흐린부분)은 정해진다.

그림 3. P 역에 따르는 I 역의 계

2.4 제안한 알고리즘

 

P 역선택 : 시간  공간  상 계를 이용하여 9개의 

역  한 역을 선택한다.

I 역선택 : P 역이 선택됨에 따라서 1차 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선택한다.

다음과 같이 P 역에서 탐색한 값  가장작은 값을 

라 한다.

     ⋯   

     ⋯   

    

if     then  
else  

 

P, I 역 사이의 차이가 충분히 많이 난다면, 다음과 같이 

값이 큰 부분은 생략한다.

if       then

    if  ≡    then    

    else if  ≡    then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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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확실히 단할 수 없으므로 I 역만 4 포인

트 더 탐색한다.

     ⋯   

    

if     then  

else  

 

[  ] P 역만 탐색한다.

ⅰ)

     ⋯   

if     then  

else      ⋯   

ⅱ)

  

   수행

[   ] I 역만 탐색한다.

ⅰ)

     ⋯   

if     then  

else      ⋯   

ⅱ)

  

   수행

[  ] P, I 역 모두 탐색한다.

     ⅰ)수행

     ⅰ)수행

    

   수행

 

[  ]

    
출력

  Football의 4번째 임에서 (17,8) 치의 에서

는       ,       ,       , 

         이므로    이다. 

따라서 P, I 역은 그림 2-f)와 같은 형태로 선택이 되

어, 그림4-a), b), c)와 같은 순서로 탐색한다.

 

a)                  b)  

c)   

             

그림 4. 제안된 알고리즘의 수행 

III.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테스트 상을 사용하여 기존

의 측 방법들과 제안한 측 방법의 성능을 테스트

하 다. 각 방법을 통하여 부호화된 상의 MSE와 움

직임 벡터 탐색 과정에서의 탐색한 포인트 수를 비교

하 다. CIF ×   상에서 60 Frame 단 로 실

험하 으며, 탐색 범 는 ± 로 수행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과 성능평가를 하여 역탐색방법(FS)과 

3SS, NDS, CSA와 비교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MSE값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최  104.23 감소 

했으며 움직임 벡터 탐색 포인트 수는 최  5.79 포인

트 감소하 다.(표 1)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벡터의 시간 , 공간 인 상

계를 이용한 측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제 1 후

보 역과 극소 들(Local Minima)을 피하기 한 제 2 

의 후보 역을 하게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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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F S 3 SS N D S CSA Prop osed

Foreman 153.4 175.31 213.5 205.7 167.67

Football 311.39 337.1 369.2 378.12 330.58

Bus 161.13 265.08 336.63 553.95 233.74

Crew 56.16 61.03 64.5 71.96 62.48

평 균 1 7 0 . 5 2 2 0 9 . 6 3 2 4 5 . 9 6 3 0 2 . 4 3 1 9 8 . 2

Sequence F S 3 SS N D S CSA Prop osed

Foreman 225 25 22.6 14.66 17.16

Football 225 25 16.89 15.31 18.85

Bus 225 25 20.31 16.78 22.46

Mobile 225 25 20.61 16.12 18.37

평 균 2 2 5 2 5 2 0 . 1 1 5 . 7 2 1 9 . 2 1

                   a) 블록 당 평균 MSE                       b) 블록 당 평균 탐색 포인트 수

표 1. 움직임 측 알고리즘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5. Bus 에서의 MSE 분포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여러 

고속 움직임 탐색 알고리즘과 비교하 을 때 탐색 포

인트 수는 최  5.79포인트 감소하 고, MSE도 최

104.23 감소하면서 성능 역시 향상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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