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국방송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수정된 적응적 움직임 벡터 해상도 부호화 방법

　*장명훈　　**한종기　　***배진수

세종대학교

*goolapa83@gmail.com, **hjk@sejong.ac.kr, ***baej@sejong.ac.kr

Modified Adaptive Motion Vector Resolution

　*Jang, Myoung-Hun　　**Han, Jong-Ki　　***Bae, Jinsoo

Sejong University

요약

기존의 참조소프트웨어인 MPEG-2, MPEG-4, H.264/AVC에서는 움직임 벡터를찾을 때항상 고정된해상도를 사용하였

으며 다른 참조 소프트웨어인 KTA에서는 움직임 벡터를 찾을 때 움직임벡터의 해상도를 슬라이스 단위로 성능이 가장

높은 해상도를 선택해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움직임 벡터의 해상도는 블록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블록별로 서로 다른 해상

도를적응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다. 적응적인움직임벡터해상도부호화방법은이러한점을이용하여블록별로현재블록

의 움직임 벡터가 1/4 해상도인지 1/8 해상도인지에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복호기에 전송해준다.

제안하는알고리즘은적응적움직임벡터해상도를사용하여부호화할때 1/8 해상도움직임벡터가성능이없다고판단되

는 곳에선 적응적 움직임 벡터 해상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1/4 해상도로만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이러한 경우 해상도 정보

를 복호기에 전송하지 않아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1/8 해상도에 대한 움직임 예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화기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 실험결과 평균 0.2%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으며 부호화기 복잡도는 4% 감소하였다.

1. 서론

움직임 벡터를 찾기 위해서 초기의 참조 소프트웨어(H.261[1])에

서는움직임벡터를정수화소단위에서만찾았다. 하지만어떤경우에

는 참조 프레임의 보간된 샘플 위치에서 움직임 추정을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움직임 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MPEG-2[2], MPEG-4[3]에서는 반 화소 단위로 움직임 벡터를 찾으

며 H.264/AVC[4]에서는 1/4 화소 단위로 움직임 벡터로, 그리고

KTA[5]에서는 1/8화소 단위로 움직임 벡터를 고려 할 수 있게 했다.

일반적으로 높은 해상도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면 낮은 해상도

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좀 더 정교한 움직임 벡터를

찾을 수 있어 예측 에러값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움직임 벡터

를표현하는인덱스가늘어나게되어많은비트가발생하게된다. 따라

서 코딩 효율을 높일 수 잇게 적응적으로 움직임 벡터의 해상도를 결

정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새롭게 표준을 논의하는 HEVC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적응적 움직임 벡터 해상도 부호화 방법(Adaptive

Motion Vector Resolution-AMVR)[6]을 제안하였다. AMVR은 현재

의 움직임 벡터의 해상도를 1/4 화소 단위로 할 것인지 1/8 화소 단위

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결정된 정보를 움직임 벡터가 발생할 때 마

다 복호기에 전송해주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1-C6150-1101-0003)

하지만 AMVR은 매번 1/8화소 단위가고려되어지기때문에 복잡

도가증가 하고움직임 벡터가 발생할때마다플래그 비트가 추가적으

로 발생하여 성능을 저하시킨다.

일반적으로 차분움직임 벡터의크기가크게 발생하면 높은해상

도의 움직임벡터를 사용하는것이 비효율적이다.[7] 본 논문에서는이

를 이용하여 실제 1/8화소 단위로 움직임 벡터를 찾는 것이 효율적인

구간에서만 AMVR 방식을 사용하고 1/8화소 단위로 움직임 벡터를

찾는것이 비효율적인 부분에서는 1/4화소 단위로만움직임벡터를 찾

아 부호화 효율을 높이고 부호화기 복잡도를 낮추는 알고리즘이다.

2. 본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AMVR은 현재움직임 벡터를부호화 할

때현재움직임벡터의해상도를알려주는플래그가있다. 따라서일반

적으로 움직임 벡터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 (1)이 최소가 되

는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1)

이때, MVD(차분움직임벡터)는 수식 (2)와 같이 현재 움직임 벡

터에서 예측움직임 벡터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하며 D는 수식 (3)과

같이 현재 블록의 픽셀 값과 예측 블록의 픽셀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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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3)

AMVR은 만약 현재 움직임벡터의 해상도 1/8단위라면 식 (2)에

서 계산된 MVD를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 현재 움직임 벡터의 해상도

가 1/4 단위라면 MVD값은 식(4)와 같이 변한다.

  (4)

움직임 벡터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고려되어지는 보간 샘플들이

많아져 에러값을 효과적으로 낮출순 있지만 반대로차분 움직임 벡터

를 표현하는 인덱스가 늘어나면서 비트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AMVR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에러가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에

서는 현재해상도를 1/8로 결정하며 에러가효과적으로감소하지않는

부분에서는 현재 해상도를 1/4로 결정한다. 하지만 AMVR은 모든 움

직임 벡터가 발생 할때 마다 추가적으로 1비트가 필요로하게되므로

1/8 해상도가 필요 없는 영상의 경우에는 부호화 효율이 떨어지게 된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차분움직임벡터의 크기가 커지면 1/8 해상

도에 대한 부호화 효율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차분 움직임 벡터의 크

기에 따라 AMVR을 사용하는 부분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나눈다.

1/8 해상도의 성능이 있는 부분에서만 AMVR을 사용하고 1/8 해상도

의 성능이 없는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는 flag 비트를 제거되어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 수정된 적응적인 움직임 벡터 해상도 결정 방법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면 1/8

해상도는 차분 움직임 벡터가 TH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며 그

이후에는고려되지않는다. 따라서 부호화기에서는수식 (5)가 만족하

면 1/8해상도를 고려하여움직임벡터를찾으며 만족하지 않을경우에

는 1/4 해상도 단위로만 움직임 벡터를 찾아 인코더 부호화 복잡도를

낮춘다.

  & &  x yMVD TH MVD TH£ £ (5)

AMVR은 움직임벡터의 해상도를 1/8 해상도단위로만들어 놓고

움직임 벡터의 해상도가 1/4 해상도면 실제 차분 움직임 벡터의 크기

를절반으로하여부호화한다. 따라서 TH이후의차분움직임벡터의

크기는 반이 된다. 이 때 크기가 반이된 차분 움직임 벡터의 값이 TH

아래로 내려가면 복호기에서 복호된 차분움직임 벡터가 어떤 값인지

판별이되지 않기 때문에 AMVR의 사용범위를 2TH로 지정해주어야

한다.

복호기에서는 복호된 차분 움직임 벡터의 크기가 TH보다 작으면

AMVR에 대한 플래그 비트를 읽고 만약 복호된 차분 움직임 벡터가

TH보다 크면 AMVR에 대한 플래그 비트를 읽지 않는다.

<그림 2> 부호화기 순서도

<그림 3> 복호기 순서도

3. 실험 조건 및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참조 소프트웨어인

H.M 0.9[8]을 사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부호화기와 복호화기에 가

각 구현하였다. 실험에서 1/8 해상도 고려되는 구간 TH를 4로 설정하

으며 다른 실험 조건은 [9]의 실험 컨디션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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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결과

실험결과 Random access에서는 0.2%, Low delay에서는 0.1%의

성능을 봤으며 부호화기 복잡도는 Random access, Low delay 각각

4%씩 감소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적응적인 움직임 벡터 해상도를 기법을 이용하여

1/8 해상도의 움직임 벡터를 고려 할 때 움직임 벡터의 크기 에 따라

적응적인 움직임 벡터 해상도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

였다. 컴퓨터 실험 결과 Random access 상황에서는 0.2% Low delay

에서는 0.1%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으며, 부호화기복잡도는 Random

access와 Low delay 모두 4%정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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