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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상 압축은 멀티미디어 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움직임 예측은 동영상 부호화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 중 하나이다. 자연 영상과 같은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영상은 시간적, 공간적 상관도가 높고, 대부분의
압축 기술은 이 높은 상관도를 이용하는데, 그 중 움직임 예측은 시간적으로 높은 상관도를 가지는 영상의 특징을 사용하여
중복을 줄인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영상 화질 손실이 적은 고속 움직임 예측을 위하여 기술을 제안하였고 성능 개선에
성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고속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영상의 품질과 압축 속도의 향상시켰다.

1. 서론

움직임 예측은 비디오 압축 표준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연속된

프레임 중에서 시간적인 중복을 줄이는역할을 수행한다. 이전 프레임

혹은 이후 프레임으로 구성된 참조프레임의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한

기준을 통하여 참조 블록을 선발하고 움직임 벡터를 구하는 것으로

MPEG-1/2/3, H.261/263/264, 그리고 현재 표준화 사업이 진행 중인

HEVC까지 비디오 압축 표준에 사용되고 있다. 움직임 예측의 대표적

인 알고리즘은 블록 매칭 알고리즘(BMA, Block Matching

Algorithm)이며, 이것은 먼저 현재 프레임과 참조프레임들을 일정 크

기의 블록 단위로 나누어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SSD(Sum of Squared Difference), MSE(Mean Squared Error) 등의

matching criteria에 의하여 선발한 참조프레임의 블록과 현재 프레임

의블록의관계를움직임벡터로표현하는것이다. 특히 미리정해놓은

일정 범위안의 모든 블록을 검새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풀서치(Full

Search)가 있는데 계산 량이 상당히 많으며, 인코딩 과정에서 큰 부담

이되고있다. 따라서연구자들은다양한방법으로움직임예측에소요

되는계산 부담을 덜고자 하였는데, 그 예로 TSS (three-step search)

[1], NTSS (new three-step search) [2], 4SS (four-step search) [3],

DS (diamond search) [4], NDS (new diamond search) [5], HEXBS

(hexagon-based search)[6], EHS (Enhanced Hexagonal Search) [7],

NPDS(Normalized partial distortion search algorithm for block

motion estimation) [8], APDS(Adjustable partial distortion search

algorithm for fast block motion estimation) [9], FSRA (Fast

motion estimation based on search range adjustment and

matching point decimation) [10] 등이 있다.

이 중 FSRA에서는 움직임 예측을 하기 전에 주위 블록의 움직임

정보로부터 움직임 벡터를 median함수를통해 예측한후에 그벡터가

가리키는새로운시점의주변블록의 SAD를 통하여새로운검색범위

를 정한다. 하지만 median을 통한 움직임 벡터 예측은 계산 량이 적지

만, 에러 전파의우려가 있고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있다. 또

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고속 움직임 예측 알고리즘인 Maximum

partial matching error based fast PDE(혹은 PDS) 알고리즘은 움직

임예측알고리즘자체만보고비교하였을경우, 기존의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FSRA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변 블록의

distortion 값을 이용하여 정확한 움직임 벡터를 예측한다. 더 정확해

진 예측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색 범위를 더 줄일 수 있었

고 이로 인해 PSNR과 검색 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2. 기존 알고리즘

FSRA에는 움직임 벡터 예측을 통하여 검색범위를정하는알고

리즘과 고속 PDE 알고리즘이 있다. 이 PDE 혹은 PDS 최대 부분

SAD(max partial SAD)를 사용하여 검색을 조기 종결(early

termination)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PDE의 성능을 개선시켰다.

2.1 공간 상관도를 통한 검색 범위 조정

움직임예측을 하기전, 검색범위의크기를줄이기 위하여 먼저움

직임 벡터를 현재 블록의 주변 블록의 모션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예

측한다. mvl은 현재블록의 왼쪽 블록, mvu는 위쪽 블록, mvul은 왼쪽-

위에 위치한 블록의모션벡터이고 예측움직임벡터는 다음과 같이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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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의 방법을 통하여 정한 예측 움직임 벡터 mvo가 가리키는 곳을

시작점으로 새롭게움직임 예측범위를 정한다. mvo로정해진현재블

록의 SAD를 SADc 라고 정의하고 세 개의 이웃 블록의 SAD를 각각

SADl, SADu, SADul 이라고 각각 명칭하고 가변적 검색 범위 D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max     (2)

함수 는 가중(weighting) 함수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max min 


 (3)

여기서 round( ) 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변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

로 만들어주는 함수이며, 또한 R은 미리 정해둔 검색범위[R, -R]에서

센터로 부터의 최대 거리를 의미한다. TSAD는 임계 값으로 이 논문에

서는 실험적으로 정의하였다.

2.2 부분 SAD의 최대값을 이용한 PDE 알고리즘

FSRA 논문에서는 부분 SAD의 최대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속도

개선을 하였다. 부분 SAD를 pSAD라 하고 최소 SAD를 SADmin, 또,

SAD를 기준으로 최적의 블록이 mv'위치 에 있다고 한다면 최소

SA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in  


  

 ′ (4)

여기서의 p는 현재 프레임에 있는 현재블록을 표현하는 벡터이다.

또한 mv' 위치에있는 최적의 블록의 최대 부분 SAD, 즉 pSADmax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max max 
′ ≤ ≤  (5)

또한조기종결을위한 비교를 위하여 현재까지의 SAD 값을축적

한 aSAD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for ≤  ≤  ≤ 

(6)

저자는 우선 기존에 PDE 알고리즘과 같이 SADmin과 현재 계산 진

행 중인 aSADk와 비교하여 만약 aSADk가 더 크다면 조기 종결을 하

고 그렇지 않은 경우 pSADmax와 현재 계산 중인 pSAD
k를 비교한다.

만약 pSADmax가 더크다면 조기종결하여 PSNR 손실을 줄이면서속

도를 개선시켰다.

3. 제안한 알고리즘

우리는 FSRA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움직임 예측을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의 PDE 알고리즘을 다른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속도와 화

질의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 움직임 벡터를 예측 할 때에 현재 프레임

의 주변 블록, 왼쪽, 위, 위-오른쪽, 그리고 참조프레임의 현재 블록의

같은 위치에 있는 블록의 모션 벡터를 참조하였다. 즉, mvl, mvu.

mvur, mvco가 가리키고 있는 블록의 distortion값과 현재 블록의

영점 움직임 벡터를 비교하여 distortion이 가장 적은 값을 가지는

지점을 새로운 움직임 예측 시작점으로 정의 하였다.

그림 1. 모션벡터의 정확도 상승

그림 2. 모션벡터들의 관계

그림 1은 제안한 움직임 예측의 결과이다. 그림 1은 그림 2의

T_mv의 길이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작은 원은 반지름이 1,

그 다음원은 반지름이 3, 마지막으로 가장 큰원은 반지름이 7이다.

P_mv는 예측 모션 벡터, T_mv는 움직임 예측을 하였을 때 구한 모

션벡터이며 F_mv는 최종 모션 벡터이다. T_mv의 길이가 짧을수록

예측 모션 벡터의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정확해진 움직임 예측으로 우리는 검색범위를 좀 더 좁힐 수 있

었다. 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주변 SAD들의 집합 중에서 가장 큰

SAD를 선발하여 검색 범위를 정하였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7)

  max min ′


 (8)

주변 블록과 현재 블록 SAD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검색 범위를 줄

였으며 평균을 구할 때에는 간단히 shift연산을 사용하여 계산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TSAD'는 기존 알고리즘에서 정한 임계 값보다

더 크게 하여 검색 범위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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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SNR과 시간(s/frmae)에 대한 비교 결과

표. 2 연산 수에 대한 비교 결과.

4. 실험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FS, NPDS, APDS,

FSRA와 비교하였다. Matching criteria은 SAD를 사용하였으

며, 최대 검색범위는 ± 16 (pixels), 블록크기는 16 × 16 (pixels)

로 정하였다. 또한 표에서 proposed(x)혹은 p(x)에서 x는 새로 정

한 임계값 TSAD'값이며, proposed(48+APDS)는 임계값을 48로

두고 기존의 PDE 알고리즘을 APDS알고리즘으로 바꾼 결과이다.

시간(second) 관점에서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frame/s로 속도

를 비교하였으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 알고리즘보다 속도와

PSNR 관점에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FRSA는 FS에 비해

12.6배 빠르지만 제안한 알고리즘은 53배 빠르며 PSNR 개선되었

다.

표 2는 연산 수에 따른 속도를 비교하였는데, 이 역시 제안한 알고리

즘이 비교 알고리즘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

히 P(48 + APDS)는 FSRA보다 연산 수 관점에서 약 6배 정도 빠

르고 FS보다 82배 빠른 것을 볼 수 있었다. PDE 알고리즘에

APDS를 적용하여 연산 수에서 이득을 보았으며, FSRA의 PDE보

다 성능 개선을 더 할 수 있었다.

5. 결론

우리는 본 논문에서 PDE 혹은 PDS를 위한 기존의 검색 범위 조

정 방법을 개선하였다. 종래의 방법은 이웃 블록 모션 벡터의

median, 즉 중간 값을 활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예측하였지만, 본 논

문에서는 움직임 벡터에 상응하는 블록의 distortion 값을 참고하여

움직임 벡터를 예측하였고, 그 결과 PSNR, 시간 측면에서의 속도,

연산 수 측면에서의 속도 모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

한 알고리즘은 움직임 예측을 활용하는 비디오 콘텐츠와 표준화 기술

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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