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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상 압축은 멀티미디어 전송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 기술 중 움직임 예측은 H.264, MPEG-4 등의 압축

표준에서 시간적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영상의 압축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움직임 예측 알고리듬이

제안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EPDS(Edge-Based Partial Distortion Search)를 기반으로 한 개선된

이단탐색 움직임예측 알고리듬을제안한다. 이를 위하여이단탐색에서의적응적 탐색구간적용 기술을사용하였다. 제안한

알고리듬은 FS보다 98.11배 빠르다. 뿐만 아니라, PSNR을 통해 화질이 비슷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

듬은 고화질 디지털 영상 실시간 구현에 적합하다.

1. 서론

영상 압축은 멀티미디어 전송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 기술 중 움직임 예측은 H.264, MPEG-4 등의 압축 표준에서 시

간적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많은 압축 표준에서 블록

정합 알고리듬(Block Match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연속된 화면

에서의시간적중복성을줄인다. 블록 정합알고리듬은각프레임을겹

치지않는 여러 개의 매크로블록으로 분할하고, 참조 프레임의 탐색영

역 내에서 최소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를 구함으로써,

현재 매크로블록과 가장 유사한 블록(예측블록)을 찾는다. 그리고 현

재 매크로블록의 정보를 모두 보내는 대신, 예측블록과의 차이와 예측

블록의 상대적 위치를나타내는 움직임벡터만을 부호화한다. 전역 탐

색 알고리듬(FS)은 최적의 정합 블록을 찾기 위해 탐색 영역 내의 모

든위치에서 SAD값을비교하기때문에전체부호화시간에서가장많

은부분을차지하게된다. 계산량을줄이기위해서다양한고속움직임

탐색 알고리듬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PDS(Partial Distortion Search), NPDS(Normalized

Partial Distortion Search) [1], APDS(Adjustable Partial Distortion

Search) [2] 등과 같이 적은 샘플들을 이용하여최적의정합 블록을 찾

아내는 방법들이 있다. 최근에는 전역 탐색 알고리듬보다 약 90배 빠

르면서도 화질 열화가 거의 없는 TS-EPDS(Two-Step Edge-Based

Partial Distortion Search)가 제안되었다 [3]. 본 논문은 TS-EPDS를

개선한 알고리듬으로써, 이단 탐색에서 적응적으로 탐색 범위를 수정

하여 계산량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알고리듬인 PDS,

EPDS, Enhanced EPDS와 TS-EPDS를 간단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이단 탐색에서의 적응적 탐색 구간 적용 기술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기존 방법들과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며, 마지막으

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의 알고리듬

가. PDS(Partial Distortion Search)

블록 정합 알고리듬을 통해 현재 매크로블록과 가장 유사한 매크

로블록을 찾는 방법으로 SAD를 사용한다. SAD는 평균제곱오차

(Mean Square Error)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더적은계산량을갖는

다. 블록 크기를 M×M으로 가정하면 SAD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In과 In-1은 각각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의 픽셀 값을

나타내며, (x,y)는 블록의 좌측 맨 위 픽셀의 위치를 나타내며,

(mv_x,mv_y)는 수평방향, 수직방향 움직임 벡터의 후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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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Full Search)에서 16×16 블록의 SAD값과 미리 계산된 최소

SAD값을 비교하는 방법과는 달리, PDS에서는 16×16 블록을 16개의

4×4 서브블록으로나누어진행한다. 서브블록의 SAD값은식 (2)와 같

이 정의된다.

(2)

블록 정합 과정에서 서브블록들의 SAD값을 더하게 되는데, 더해

질 때마다 최소 SAD값과 비교하여 움직임 벡터의 후보를 걸러낸다.

서브블록 SAD값의 합은 식 (3)과 같다.

(3)

만약 Dk가 최소 SAD값보다 크면 해당하는 후보 움직임 벡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남은 서브블록들의 SAD값을 계산을 하지 않

고 다음 후보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SAD값을 계산하게 된다. 4×4

서브블록 내부에서의 계산 순서는 (sk,tk)에 따르며, 이는 표 1.에서 제

시한다.

표 1. 상대위치 (sk,tk)

후보 움직임 벡터의 부적절 여부를 더욱 빨리 알아내기 위해

NPDS(Normal Partial Distortion Search)가 제안되었다. 서브블록들

의 SAD값이균일하다는가정 하에, NPDS 알고리듬은서브블록 SAD

값의 합(Dp)을 정규화시킨 Dnorm과 최소 SAD값을 비교함으로써 후보

움직임 벡터의 부적절 여부를 PDS보다 더욱 빨리 알아내게 된다. 정

규화된 서브블록 SAD값의 합(Dnorm)은 식 (4)와 같다.

(4)

정규화를 통해후보 움직임 벡터의부적절여부를 더욱빨리알아

낼수 있게되었다. 그러나각 서브블록의 SAD가균일하지않을경우,

잘못된 움직임 벡터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NPDS의 속도는

FS보다 빠르지만, PSNR은 FS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나. EPDS(Edge-Based Partial Distortion Search)

SAD값이큰서브블록을먼저계산하게되면, 후보움직임 벡터의

부적절 여부를 더욱 빨리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EPDS가 고안되었다.

(5)

(6)

(7)

그림 1. 16×16 블록 나눔 및 4×4 서브블록 픽셀 위치

그림 1.과 같이 16×16 블록을 16개의 4×4 서브블록으로 나누고,

식 (5), (6), (7)을 통해 에지 강도(EK, Edge Strength)를 모든 4×4 서브

블록에 대해서 구한다. 모든 에지 강도를 계산한 후에 에지 강도가 큰

서브블록부터 작은 서브블록까지 SAD값을 순서대로 더해나가게 된

다.

(8)

SADk는 k번째 4×4 서브블록의 SAD값이다. 만약 Dp가최소 SAD

값보다크면해당후보움직임벡터가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 다음후

보 움직임 벡터로 넘어간다.

다. Enhanced EPDS

계산량을 더 줄이기 위해, EPDS 알고리듬을 개선하여 최소 SAD

값 대신에 에지 강도를 이용한 식 (9)의 SAD값의 임계치를 도입한다.

(9)

SADmin은 현재 최소 SAD값이다. Wp는 p번째 서브블록 SAD값

의 가중치이며, p번째 서브블록이 전체 SAD값에대해 어느정도의비

율을 갖는지를 나타낸다. 에지 강도가 강하면 SAD값이 크다는 가정

하에, Wp를 구하는데 에지 강도를 이용한다.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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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 (11)을 통해, Ek들의 합인 ES를 구하고, Ek를 ES로 나눔

으로써 Wp를 구한다. 식 (9), (10), (11)을 통해 SAD값의 임계치를 구

한 후에, Dp와 SADth(p)를비교한다. Dp가 SADth(p)보다 크면해당후보

움직임 벡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다음 후보 움직임 벡터로 넘어

간다.

라. TS-EPDS(Two-Step EPDS)

TS-EPDS(Two-Step Edge Based Partial Distortion Search)는

탐색지점을줄이고, 이단으로탐색하여현재블록과가장유사한블록

을 찾는 알고리듬이다. 기존의 FS는 탐색 범위 내의 모든 지점에서

SAD값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TS-EPDS에서는 그림 2.의 색칠된 탐

색 지점에서만 SAD값을 계산함으로써, 계산량을줄인다. 주어진 탐색

지점을 통해 가장 유사한 블록의 위치를 찾고, 그 곳에서 탐색을 한번

더 실행하여 정확한 움직임 벡터를 찾는다.

그림 2. TS-EPDS의 탐색지점

먼저, 주어진 탐색 지점을 통해 최적의 움직임 벡터를 예측한다.

탐색 방식은기존의나선형방식을사용하되, 탐색 구간은기존의 ±16

이 아닌 ±8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작은 SAD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 mv_C1, 그 다음으로 작은 SAD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 mv_C2를

구한다. mv_C1을 찾은 위치로 이동하여 다시 한번 탐색한다. 이 때의

탐색 범위를 ±D라 하자. mv_C2를 찾은 위치에서도 ±D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탐색을 한다. 이 둘 중 더 작은 SAD값을 갖는 위치를 최종

움직임벡터로한다. D가 작을 경우더 많은 계산량을 줄일 수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D=2로 하였다.

후보 움직임 벡터의 부적절 여부를 빨리 알아내기 위해, 기존의

Enhanced EPDS 알고리듬이 SADth(p)를 구하여 SADmin과 비교하였다

면, TS-EPDS는 에지 강도를 이용한 임계치 Th를 사용한다. Th와

SADmin을 비교함으로써, 추가적인 계산량을 줄이고, 보다 일찍 후보

움직임 벡터의 부적절 여부를 알게 된다.

(12)

Th를 구하는 식은식 (12)와 같고, 에지 강도를 이용한 선형 함수

이다. α, β는 각각 264, 0.63을 사용하였다.

3. 제안하는 알고리듬

가. 이단 탐색에서의 적응적 탐색 구간 적용

TS-EPDS는 이단 탐색시에 고정된 탐색 구간 ±D를 사용하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는 영상에서는 불필요한 계산량이많아진다. 이를 줄

이기 위해, 주변 블록들의 움직임 벡터와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적응적으로 탐색 구간을 적용한다.

그림 3. 주변 블록들과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

(13)

(14)

그림 3.에서 현재블록바로위블록의움직임벡터를 mv_U, 왼쪽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mv_L, 왼쪽 위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mv_LU

라 하자.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 mv_C와 각각의 차이의 절대값들

중 가장큰값을움직임 벡터유사도(MVS, Motion Vector Similarity)

라 한다. MVS가 2보다작으면두번째탐색구간 D를 1로, 다른경우

에는 2로 한다.

식 (13), (14)에서 얻은 두 개의 움직임 벡터 중, mv_C1을 이용하

여 D=1을 얻은경우에는 mv_C2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mv_C1을

이용하여 D=2를 얻은 경우에는 mv_C2는 D=2를 사용한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

순서 1. mv_C1, mv_C2를 찾는다.

순서 2. 식 (13), (14)를 이용하여 두 번째 탐색 구간을 구한다.

단계 2

순서 3. D가 1이면 순서 4만 따르고, 아니면 순서 4, 5를 따른다.

순서 4. mv_C1을 통해 이동한 블록에서 ±D로 탐색한다.

순서 5. mv_C2를 통해 이동한 블록에서 ±D로 탐색한다.

이단 탐색 과정을 거쳐, 최소의 SAD값을 가지는 블록을 현재 블

록과가장유사한블록으로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움직임벡터를최

종으로 사용한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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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PDS NPDS TS-EPDS Proposed

foreman
PSNR (dB) 32.33 32.33 32.21 32.29 32.26

Speed-up 1 3.17 12.35 42.31 51.29

coast
PSNR (dB) 30.68 30.68 30.58 30.67 30.66

Speed-up 1 3.35 12.95 69.7 85.90

akiyo
PSNR (dB) 42.94 42.94 42.85 42.93 42.92

Speed-up 1 9.35 13.3 190.07 187.59

mobile
PSNR (dB) 25.18 25.18 25 25.13 25.13

Speed-up 1 3.76 13.07 75.81 95.62

mother
PSNR (dB) 40.54 40.54 40.44 40.51 40.50

Speed-up 1 3.19 12.49 71.12 73.11

news
PSNR (dB) 36.91 36.91 36.69 36.83 36.82

Speed-up 1 6.88 13.19 127.82 135.36

hall
PSNR (dB) 34.83 34.83 34.7 34.78 34.78

Speed-up 1 3.03 12.89 45.45 57.87

average

PSNR (dB) 34.77 34.77 34.64 34.73 34.72

ΔPSNR (dB) - 0 -0.13 -0.04 -0.05

Speed-up 1 4.68 12.89 88.9 98.11

표 2. 기존 알고리듬과의 PSNR 및 속도 비교

그림 4.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구조

실험은 CIF(352×288)영상 “foreman”, “coast”, akiyo“, ”mobile”,

“mother”, “news”, “hall” 300프레임을 수행하였다. 비교 탐색 알고리

듬으로 Full Search(FS), Partial Distortion Search(PDS), Normalized

PDS(NPDS), Two-Step Edge-Based PDS(TS-EPDS)를 사용하였

다. 탐색 구간은 ±16을 사용하였다.

화질 비교를 위해 PSNR을 이용하였고, 속도 비교를 위해 FS 알

고리듬수행 시간을비교알고리듬수행 시간으로나누어속도 증가율

을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이

상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FS와 화질 차이가 미비하고, 속도 면에서는

98.11배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정적인 영상인 “akiyo” 에서는 FS보

다 190배에 가까운 속도 증가를 보여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압축 효율을 높이는 움직임 예측기법에 있

어서, 기존의 알고리듬과 비교하여거의 비슷한 화질을 보이지만보다

고속으로움직임예측을 수행하는 개선된이단탐색 움직임예측알고

리듬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하는 알고리듬은기존의알고리

듬과 비슷한 PSNR을 유지하면서 비약적인 속도 증가를 갖는다. 따라

서 고화질 디지털 영상의 실시간 구현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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