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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디오 압축을 위한 움직임 벡터 부호화 과정에서 최적의 예측 움직임 벡터를 율-왜곡 관점에서 선택할 경우, 차분 움직임

벡터의정보량을최소로만들수있지만, 추가적으로예측움직임벡터의인덱스정보를부호화해야한다. 본 논문은예측움직

임 벡터 인덱스 정보에 대해 모순 검증 기술을 적용하여 전체 예측 움직임 벡터들 중 모순으로 판명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전체집합에서제외시켜부호화효율을증가시키는기술에대해서계층적 B 영상에 대한 새로운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안

하는 모순 검증 방법은 Motion Vector Competition 방법과 비교하여 평균 1.26%의 전체 비트량을 절감시킨다.

1. 서론

H.264/AVC 부호화 표준에서는,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는데 소

요되는 비트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변 블록이 포함하고 있는 움직임

벡터들의 중간값으로 얻어진 예측 움직임 벡터와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와의 차분값을부호화하는방법을사용한다 [1]. 이것은 주변 블록

에속한움직임 벡터들의 중간값으로 얻어진 예측움직임 벡터가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와 매우 유사하다는 확률적 근거에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중간값을 통해얻어진예측 움직임벡터는현재 블록의움직임

벡터와의 차분값을 항상 최소로 만드는 최적의 예측값은 아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율-왜곡측면에서최적인예측움직

임 벡터를 선택한 후, 그 차분값만을 전송하는 MVC(Motion Vector

Competition) 방법이 제안되었다 [2]. 그러나 MVC 기술은 어떤 움직

임 벡터가 예측값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덱스를 함께

부호화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 벡터의 부호화 효율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호화되는 예측 움직임 벡터 인덱

스에 할당되는 비트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3]. 즉,

예측 움직임벡터로사용가능한전체 움직임벡터 후보들중, 현재 블

록의 예측움직임벡터로 유효하지 않은것들을제외시켜 예측움직임

벡터의 전체개수를감소시킴으로써, 예측 움직임 벡터 인덱스를 부호

화 하는데 필요한비트량을 감소시키는기술이다. 현재 움직임 벡터에

대한최적의예측움직임벡터를율-왜곡측면에서선택한다는사실을

근거로 모순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모순 여부를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예측 움직임 벡터 후보들 중 어떤 예측 움직

임 벡터가 모순인지의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예측 움직임 벡터의 인덱

스에 할당되는 비트량을 감소시키는 기술[3]을 B 영상에 확대하여 적

용한 새로운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시한 실험 결과는 MVC 기술

과 비교하여 약 1.26%의 전체 비트량을 감소시킬 수있음을 보여준다.

2. H.264/AVC 표준의 움직임 벡터 부호화 기술

그림 1은 H.264/AVC 부호화표준에서현재움직임벡터를부호화

하기 위한 예측값을 생성하는데 이용되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블록의

움직임벡터를보여주고있다. 예측움직임벡터는   ,   ,  

의 x축 성분과 y축성분에대해서중간값으로계산된다. 이러한방법은

중간값을 통해 얻어진예측 움직임 벡터가현재 움직임 벡터와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부호화하는데 소모되는 비트량을 확률적으로 최소화

할수있고, 부호화기와복호화기가동일하게중간값을산출할수있으

므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생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불필요하다

는장점이있다. 그러나중간값을통해얻어진예측움직임벡터는확률

적으로 해당 움직임 벡터와 가장 유사한 예측값임은 분명하지만, 항상

움직임 벡터의 차분값을 최소로 만드는 최적의 예측값은 아니다.

3. MVC 방법의 움직임 벡터 부호화 기술

MVC 방법은 율-왜곡 관점에서 가장 부호화 효율이 우수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선택하여 현재 움직임 벡터와의 차분값을 계산하여 복

호화기에 전송함으로써 부호화 효율 측면에서 최적인 예측 움직임 벡

터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움직임 벡터가예측값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표현하는 추가 정보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비트량을

고려한 율-왜곡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예측 움직임 벡

터를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율-왜곡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예측 움직임 벡터가 존재하여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하

는데 필요한 비트량을감소시키더라도, 이를 표현하기 위한 추가정보

가 증가하게 되면 율-왜곡 함수를 통해 최적의 예측 움직임 벡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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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기술의 율-왜곡 실험결과

표 1. 부호화 조건

프로파일 High Profile

탐색기법(범위) EPZS Search (±)

참조 영상 4

RD 최적화 Used

심볼 모드 CABAC

양자화 매개변수 22,27,32,37

GOP 구조 Hierarchical B Structure

성능 비교

1. Anchor (H.264/AVC)

2. MV Competition (MVC 기술)

3. Contradiction Testing (모순 검증 기술)

그림 1. 현재 블록과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예측 움직임 벡터 후보의 개수가

증가하면, 보다 효과적인 예측 움직임 벡터를 선택하여 부호화 효율이

증가할가능성이있지만, 추가 정보역시증가하게되므로항상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4. 모순 검증을 이용한 움직임 벡터 부호화 방법

모순검증을이용한움직임벡터부호화방법의기본개념[3]은 임

의의 가정을기반으로도출된사실이 그가정과동일한지 여부를 검증

하여동일하지 않을경우, 모순이라고 판단하고 가정된 사실을 부정하

여 그 가정이 의미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 개념을

움직임벡터부호화방법에적용하였을경우, 임의의가정은특정예측

움직임 벡터가 최적의 움직임 벡터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고, 도출된

사실은 그가정을기반하여 새롭게 선택한최적의예측 움직임벡터이

다. 이 두가지 최적의예측움직임벡터들을 비교하여서로 다를경우

모순이라고 판단하여 전체 예측 움직임 벡터에서 가정된 예측 움직임

벡터를전체집합에서제외시킨다. 따라서전체예측움직임벡터가감

소하게 되어최적의예측 움직임벡터인덱스에할당되는 비트량을 감

소시켜 전체적으로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5. 실험 조건 및 결과

본 논문의 B 영상에 대한 모순 검증 방법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KTA2.6r1 SW를수정하여사용하였으며[4], RaceHorses, Blowing-

Bubbles, BasketballPass, BQSquare (416x240), RaceHorses, Party-

Scene, BasketballDrill, BQMall (832x480), Kimono, ParkScene (1920x

1080) 영상을사용하였다. 보다자세한부호화조건은표 1과같다. 모순

검증 방법의 부호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BDPSNR(Bjøntegaard

PSNR), BDBR(Bjøntegaard Bit-Rate)을 측정하였다 [5].

그림 2는 전체 예측 움직임 벡터의 후보(Candidate Set) 개수에

대한 평균 BDBR을 나타낸다. MVC 기술은 전체 예측 움직임 벡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비트율이 증가한다. 반면, 모순 검증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전체 예측 움직임 벡터의 개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B 영상은 다량의 부호화해야 할

움직임벡터가존재한다. 따라서전체예측움직임벡터의개수를증가

시킬 경우, 부호화해야 할 인덱스에 대한 비트량이 역시 증가한다. 그

러나 모순 검증 방법을 사용하면, 예측 움직임 벡터 인덱스에 필요한

비트량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예측 움직임 벡터를 위한 인덱스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예측 움직임 벡터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부호

화 효율을 안정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B 영상에 대한 예측 움직임 벡터의 인덱스에 소모되는

비트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실험결과를 제시하

였다. 예측 움직임 벡터의 인덱스에 소모되는비트량을 감소시키기위

해서 모순 검증 과정을 거쳐 전체 예측 움직임 벡터의 개수를 감소시

키는 기술로써 실험 결과는 전체 예측 움직임 벡터의 개수가 5개 일

경우 MVC에 비해서 약 1.26% 비트절감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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