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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디오 압축 기법에서 움직임 추정 (Motion Estimation)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움직임 추정이 화질과

인코딩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추정 기법은 전역 탐색 기법 (Full Search

Algorithm, FSA)인데, 이는 가장 좋은 화질을 보여주긴 하지만 매우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좋은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계산량을 낮추기 위한 많은 고속 탐색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고속 탐색 알고리듬 중

하드웨어 구현 시 많은 이점을 가진 1비트 변환 알고리듬 (One-bit Transform-based Motion Estimation, 1BT)을 소개하고

1비트변환알고리듬의방법에있어서기존의 1비트변환알고리듬의 PSNR을유지하면서좀더빠른속도로인코딩이가능한

커널 및 알고리듬을 제시한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제안한 알고리듬은 기존의 1비트 변환 알고리듬과 비슷한 PSNR을

유지하면서 속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1. 서론

많은 동영상 압축 표준에서 프레임 간의 시간적 중복성

(redundancy)을 이용한 압축시 블록 정합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블록

정합알고리듬이란각프레임을매크로블록단위로분할하고, 참조 프

레임의 탐색영역 내에서 각 매크로 블록과 가장 유사한 블록을 찾은

뒤, 현재 매크로 블록과 유사 블록의 잔차 성분과 상대적 위치를 나타

내는움직임벡터만을 부호화하는방법이다.[1] 하지만움직임 탐색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전역 탐색 알고리듬 (Full Search Algorithm,

FSA)은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다양한 고속 움직임 탐색 알고리듬이 개발되었다.

하드웨어 구현 시 많은 장점을 가진 1비트 변환 알고리듬

(One-bit Transform-based Motion Estimation)은 1비트 프레임으로

변환하기 위해 17x17 커널을 사용한다.[2]

 









 i f  ∈     

 
(1)

기존의 1비트 변환 알고리즘에서 식 (1)과 같은 커널을 이용해 1

비트 변환된 현재 프레임과 참조 프레임에 배타적 논리합

(Exclusive-OR, XOR)을 취하여 움직임 벡터를 얻게 되는데, 커널을

적용시킬 때 요구되는 곱 연산을 해소시키기 위한 곱셈이 없는 1비트

변환 알고리듬 (Multiplication Free One-bit Transform)이 제안되었

다.[3] 하지만, 곱셈 연산을 시프트 연산으로 대체하여 속도를 개선시

키는 대신 필터링에 사용되는 픽셀의 수가 적어져 PSNR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제안한 알고리듬은 기존 1비트 변환 알고리듬과 동일한

수의 픽셀 수를 사용하지만 곱셈 연산을 두개의 시프트 연산과 한개

의 덧셈 연산으로 대체시켜 속도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PSNR을 유지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배타적 논리합 연산 시 조기 종결 (Early

Termination) 조건을 추가하여 속도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1비트 변환 알고

리듬및 곱셈연산을 사용하지 않는 1비트 변환 알고리듬을 간단히설

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커널과 XOR연산에 조기 종결 조건을 추

가시킨 알고리듬에 대해설명한다. 4장에서는 기존 알고리듬들과 제안

하는 알고리듬간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의 알고리듬

2.1 1비트 변환을 이용한 알고리듬

1비트 변환은 다양한값을 갖는 픽셀 값들을 0이나 1만의값을갖

도록 만드는 변환이다. 서론의 식(1)과 같은 커널을 이용하여 각 픽셀

에 대해커널을 적용한값이 원래의픽셀값보다크면 1, 작으면 0으로

변환하게된다. 그림 1은원본영상과필터링된영상, 1비트 변환후의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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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1비트 영상 생성의 예

(a) 원래의 영상 (b) 필터링을 거친 영상

(c) 1비트 변환 후의 영상

1비트 변환에 의한 블록 정합 알고리듬의 경우, 변환을 통해 0과

1만의값을갖게된두프레임에서매크로블록간의잔차값을계산하

는데에는전역 탐색알고리듬에서처럼많은 계산량을 요구하지 않는

다. 1비트 변환 알고리듬은전역탐색 알고리듬에서 사용하는 SAD 대

신 배타적 논리합을 이용하여 일치하지 않는 픽셀의 수(Number of

None-Matching Points)를 따지기때문이다. NNMP를 계산하는 수식

은 다음과 같다.

  ≤ ≤   (2)

식 (2)의 ⊕기호는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의미한다. 픽셀 값을 비

교함에 있어서두입력 값이같으면 0, 다르면 1을출력하는 배타적논

리합 연산을 이용하여 픽셀마다 출력을 모두 더한 값이 가장 최소인

거리를 움직임벡터로 판정한다. 블록 정합움직임 추정에 있어서 전역

알고리듬의경우에 덧셈과 절댓값을 취하는계산 량이엄청난것에 비

해, 1비트 변환된 프레임에서는 단순히 입력에 대한 결과 값을 룩업테

이블 (Look-Up Table)에 미리저장해둠으로써계산량과소요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a)

(b)

그림 2. 1비트 변환에 쓰이는 커널들

(a) 기존 17x17 커널

(b) 곱셈이 없는 19x19 커널

2.2 1비트 변환에서 쓰이는 2가지 커널

그림 2는 기존의 17x17 커널(a)과 곱셈이 없는 19x19 커널(b)의

모습을 보여준다. 커널의 정중앙값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거친영상을

만들기 위해 1의 값을 가지는 픽셀들의 위치의 값들을 모두 더한 뒤

표준화(Normalization)해주기 위해 더해준픽셀들개수의 값으로 나눠

준다. 기존의 17x17 커널(a)에서는 25로 나누는 곱셈연산을 사용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x19 커널(b)에서 16으로 나눠주어

곱셈연산을시프트연산으로대체하는방법이제안되었다. 곱셈이없

는 커널을 사용하면 기존의 커널과 비교하여 PSNR이 떨어지는 대신

속도가 개선되는 상반관계(Trade-Off)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제안하는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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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새로운 곱셈 연산이 없는 커널

우리는 기존의 17x17 커널의 25개 픽셀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면서 곱셈연산을 시프트 연산과덧셈연산의 조합으로 대체

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


 





(3)

위의 식 (2)는 


의 근사치를 시프트 연산과 덧셈 연산의 조합

으로 만들어 내는 수식이다. 

와


은 각각 시프트 연산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를 더해주면 

의 근사치인


를 얻을 수

있다. 두 개의시프트 연산과한 개의덧셈연산은실험상에서도 한개

의 곱셈 연산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듈 구

현 시 두 시프트 연산을 병렬 처리하면 좀 더 나은 속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2 배타적 논리합 (Exclusive-OR) 연산 시의 조기 종결 (Early

Termination) 알고리듬

그림 3 배타적 논리합 (Exclusive-OR) 회로도

그림 3은 배타적 논리합 모듈의 모습이다. 이를 부울 대수식으로

표현하면

∩′∪′∩ (4)

식 (4)처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기호 ∩, ′, ∪는 각각 논리

연산 AND, NOT, OR를 나타낸다. 위의 식 (4)를 이용하여 2장의

NNMP를 계산하는 식 (2)를 풀어쓸 수 있다.

  
  

  


  

  

∩′∪′∩(5)

여기서 A는 1비트로 변환된 현재 프레임이고, B는 1비트로 변환

된 참조 프레임이다. 위의 식 (5)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 
  

  


  

  

∩′

(6)

식 (6)의 좌변은 항상 우변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만약


  

  


  

  

∩′의 합이 지금까지 가장 낮은 NNMP의 값보다

크다면 
  

  


  

  

′∩를 마저 계산해서 더해 줄 필요가 없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는 모든 위치에서 XOR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를 먼저 계산하고 현재의 가장 낮은

NNMP값과 비교하여 NNMP보다 큰 값을 가질 경우 스킵, 그렇지 않

으면 나머지 부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표 1. 기존 방법들과의 평균 속도(초) 비교

표2. 기존 방법들과의 평균 PSNR(dB) 비교

도표 1. 영상별 XOR 연산 조기 종결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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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은 CIF(352×288)영상 “coastguard", "container", "dancer",

"flower", "football", "foreman", "mobile", "stefan", "table", 그리고

"tempete", 10개의 영상들에 대해 각각 150프레임을 실험하였고, 비교

탐색 알고리듬으로 One-Bit Transform-Based ME(1BT),

Multiplication Free One-Bit Transform-Based ME(MF1BT), 그리

고 제안된 알고리듬들을 사용하였다. 움직임 예측에 사용한매크로 블

록의크기는 16×16픽셀이며, 기본 탐색영역의범위는 ±16 으로설정하

였고, PSA의 탐색영역의 범위는 ±11로 설정하였다.

성능 비교 평가함수로는영상화질의 품질을평가하기위해평균

제곱 오차(MSE: Mean Squared Error)를 이용한 PSNR을 이용하였

으며, 제안하는알고리듬의속도향상을측정하기위해움직임벡터예

측 속도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표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

부분의 영상에서 기존의 1BT 변환 알고리듬과 비슷한 수준의 PSNR

을 유지하면서, 속도는 더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제안하는

알고리듬의결과는 첫번째로제안한 커널을 사용한 1BT 변환알고리

듬에조기종결조건을 추가한결과인데, 도표 1에서보이는것과같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평균 85%에 해당하는 것을볼 수있고, 이로 인

해 속도가 1.5배 이상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압축 효율을 높이는 움직임 추정기법에 있

어서기존에제안된 1비트변환 알고리듬에서사용되는커널만큼좋은

화질을 유지하면서 보다 고속으로 프레임을 필터링할 수 있는 커널과

조기 종결 조건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된 기

법은이전에알려진 1비트변환 알고리듬과비교하여대부분영상에서

비슷한 수준의 PSNR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있었다. 특히,

제안된 첫 번째 알고리듬은 하드웨어 구현 시 시프트 연산을 병렬 처

리하게 되면좀더 빠른처리가 가능하게될것이다. 그리고 만약실제

하드웨어 구현시의 상황을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속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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