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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블록 기반으로 압축된 이미지의 전송방법에서 EREC 기법들의 패킷 손실 내성을 평가하

고 패킷 손실 환경에서 현존하는 EREC의 성능을 비교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EREC 기법들이 임의

의 비트에 대한 에러 내성을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패킷 손실 환경에서 EREC방법의 검증을 그 목

적으로 한다.

1. 서 론

인터넷 상에서 복구 불가능한 패킷 손실은 매우 흔

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 복구

불가능한 패킷 손실에 대해 어떻게 강건한 전송이

결정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부 패킷 손실은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이미지 부호 데이터의 손

상이다. 패킷 손실 복구 매카니즘은 unreliable

transport protocol(UDP)들의 결합이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매카니즘은 100% 복구를 할 수 없는 경

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복구 불가능한 패킷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성이 있는 이미지 부호화 기법이 존

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희망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 손실 환경에 EREC기법[1]을 적용할 것이다.

EREC 알고리즘은 블록 기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에서 발생되는 부호 데이터에 대하여 임의의 비트

에러를 위한 에러 내성기법이다. EREC는 어떤 추

가적인 오버헤드 없이 전송 에러의 공간전파(spatial

propagation)를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EREC는 채널 상에서 전송되는 가변 길이

데이터 비트를 고정길이 슬롯에 재배치하는 방법이

다. 많은 이미지와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은 이미지

를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 데이터에 대한 가변 길

이 부호 비트들을 생성한다. 만약 가변 길이 부호

데이터를 어떠한 에러 방지 기술 없이 에러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채널 상에서 연속적으로 전송되고 에

러가 발생 되었다면, 수신하는 디코더는 정확하게 스

트림을 복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표준 압축

알고리즘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널 에러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스트림 안에 추가적인 여분의 정보를 삽

입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패킷 손실 환경에서

EREC, FEREC[2], EREREC[3]의 에러 내성을 비교

평가해보는 것이다.

2. Error Resilient Entropy Coding

2.1 EREC

EREC는 JPEG과 같은 블록 기반 알고리즘에서 발

생되는 가변 길이 부호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다.

각 블록의 가변길이 코드는 접두코드(prefix code)여

야만 한다. 그 이유는 채널 에러가 없는 환경에서

디코더가 어떤 이전 블록이나 정보의 참조 없이 복

호를 끝낼 때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EREC는 또

한 각 가변길이 블록에 포함된 정보가 채널 에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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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현재 데이터와 다음 데이터에만 영향을 준다

는 사실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허프만 코딩이

나 산술 코딩과 같은 대부분의 엔트로피기반 소스

코딩 기법에 잘 부합 된다.

Slot 
length

Variable-
length 
block 
bits

Stage 0, Offset = 0 Stage 1, Offset = 1

Stage 5, Offset = 5 Stage 2, Offset = 2

그림 1. EREC algorithm

EREC의 알고리즘은 미리 정해진 오프셋 값에 따라

진행되는데, 첫 번째 stage에서는 가변길이 블록 데

이터 비트를 고정길이 슬롯에 배열한다. 이때 슬롯

의 고정길이보다 긴 비트들은 오프셋 값에 따라 빈

슬롯의 자리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이다. 이 기법의

장점은 블록의 동기를 보장하고 임의의 에러가 발생

되었을 때 에러에 대한 내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다.

2.2 FEREC

에러 내성 인코더는 영상의 모든 가변길이 부호 데

이터를 슬롯에 수렴하여 채워질 수 있도록 한다. 비

트를 할당하는 알고리즘의 stage의 개수가 알고리즘

의 속도가 된다. 이 알고리즘은 고정길이 슬롯보다

긴 블록들은 영상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속적

으로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

한 기법이다. 즉, 고정길이 슬롯의 길이보다 긴 풀

클러스터와 짧은 부분 풀 클러스터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로 모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따

라서 풀 클러스터를 건너 뛰여 부분 풀 클러스터를

찾아 비트를 할당하여 EREC보다 좀더 stage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빠르게 비트를 할당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EREREC

현존하는 EREC기법을 2.1과 2.2절에서 언급한 것처

럼 이미지 비트를 오프셋 값에 따라 슬롯에 할당한

다. 그래서 EREC의 복잡성은 오프셋 값의 선택에

달려있다. EREC의 속도는 빈 슬롯을 찾기 위한 오

프셋 시퀀스의 효율적인 구성에 크게 의존한다. 거

의 대부분의 경우에 변환된 블록의 코드 길이가 길

다면 이웃하는 주변 블록의 코드 길이도 높은 확률

로 길다. 그러므로 EREREC기법은 연속적인 코드

길이의 상호 연관성을 이용한 방법이다. 초기위치와

오프셋 값은 VLC(Variable Length Coding)블록 특

성에 따라 선택한다. EREREC기법은 기본 아이디어

는 FEREC와 비슷하지만 몇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

다. 그 차이점은 초기 탐색 위치와 오프셋 값의 선

택, 값의 조정, 그리고 슬롯을 찾는 패턴이다.

EREREC 알고리즘은 잡음 환경에서 전송 후 각 블

록의 슬롯을 복호 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 비트에

에러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EREREC의 슬롯의 총 개수와 각 슬롯의 길이 그리

고 총 전송된 비트수를 알고 있다. 복호화 과정은

블록의 끝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된다. 만약 블록의

비트가 손상 됐다면 이것은 블록의 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블록에서 이

동되어 온 비트가 현재 슬롯 데이터 블록의 일부처

럼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특정 블록에

서 발생하는 에러는 다음 블록의 중요한 DC계수에

대한 비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Simulation of EREC Methods at Packet Loss

Environment

그림2 (a)는 256x256 사이즈의 8-비트 그레이(gray)

Lenna 이미지이다. 8x8 DCT, 선형 양자화, 지그재

그 스캔, 허프만 부호화로 실험 하였다. DCT 계수

의 DC값은 DPCM대신에 8-비트 고정 길이 부호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DC값은 영상 데이터에 있어

서 중요하기 때문에 패킷 손실 환경 하에서 좀더 강

건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 슬롯을 패킷 데

이터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패킷의 손실은 해당 슬

롯의 손실을 의미한다. 그림2에서 패킷 손실(슬롯

손실)은 흰 박스의 위치이다. 그림2 (b),(c),(d) 는 동

일 위치에 3번의 패킷 손실이 일어날 때에 대한

EREC 기법들의 영상을 보여준다.

(a) Lenna 원본 (b) EREC로 복원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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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EREC로 복원이미지 (d) EREREC로 복원이미지

그림 2. 패킷손실에서 EREC기법들로 복원한 이미지 

각각의 PSNR은 23.3794 dB, 26.3703dB, 28.7108 dB

로써 EREREC 방법이 EREC와 FEREC보다 주관적

으로나 객관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

그림3은 패킷 손실의 개수를 1에서 10개 발생 되도

록 하였으며 100회 반복 실험한 PSNR의 평균을 보

여 주었다

그림 3. Results of  PSNR in Packet Loss Environmet

4. Conclusions

우리는 패킷 손실 환경하에서 EREC의 내성을 평가

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EREC, FEREC,

EREREC의 기법들이 패킷 손실 환경에 대한 에러

내성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EREREC 알고

리즘으로 복원된 영상 화질은 EREC와 FEREC 보다

평균적으로 약 1～2.5dB 만큼 향상 되었다. 초기 오

프셋 값은 많이 비어있는 슬롯을 찾고, 가장 많이 남

은 데이터 블록 비트를 가장 많이 비어있는 슬롯에

최대한 할당 하게 된다. 따라서 남은 데이터 블록 비

트들이 비어있는 슬롯의 여러 부분에 흩어지는 현상

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패킷 손

실 환경에서 EREC와 FEREC보다 영상 화질의 향상

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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