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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수-골롬 부호는데이터의 무손실부호화를 위해사용되는 대표적인방법으로서지수함수형태로단일 모드분포를 가지

는 데이터의 부호화에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분포가단일모드가 아닌 이중 모드를가지는 경우에적용하기위해

변형된 지수-골롬 부호를 제안하고 모드의 높이와 모드 사이의 거리에따른 부호화성능을 살펴보았으며실제 데이터에 적용

한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1. 서론

최근 데이터 처리 및 전송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아날로그에

머물러있던 수많은 정보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

는 아날로그에 비해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

부호화과정은 필수적이다. 특히, 비디오의 디지털화로인해동영상부

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대표적인 예로 MPEG-2,

H.264 등의 표준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중, H.264의 대표적 무손실 부호화 방법인 지수-골롬 부호[1,2]

는 CAVLC(Context-based 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3]의

한 종류로서, 데이터가 특정한 값을중심으로 라플라스 분포를 따르는

경우 효율이 좋다.

그러나 지수-골롬 부호는 하나의 값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단일

모드분포를갖는데이터에서만부호화성능이높고, 이중모드분포데

이터는그효율성이떨어진다. 이중모드분포를갖는데이터가운데대

표적인 예로서 양안시차 벡터맵이 있다. 양안시차 벡터정보는 스테레

오스코픽 영상에서 좌우영상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양안영

상의 신호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모드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부호

화하기 위해 지수-골롬 부호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한다. 우선, 제안한 방식의 부호화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모드를

갖는 지수분포 함수를이용하여두 모드의높이와거리에 따른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봄으로서 부호화 효율을 보이겠다.

2. 지수-골롬 부호의 변형

기존의 지수-골롬 부호는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는 가변길이 코드

이다. 이 비트스트림을“prefix“와 “suffix” bits로 분리함으로써 지수-

골롬 부호의 구조로 나타낼 수 있고, 표 1은 지수-골롬 부호의 구조를

나타내며, 0또는 1로 보여 지는 비트가 “prefix”이며 Xn(n=1,2,3,…)에

해당되는 비트가 “suffix” 이다.

표 1. 지수-골롬 부호의 구조[4]

Code number의 범위 코드 형태

0 1

1-2 0 1 X1

3-6 0 0 1 X1 X2

7-14 0 0 0 1 X1 X2 X3

15-30 0 0 0 0 1 X1 X2 X3 X4

... ...

하나의모드를갖는데이터가있을경우에는지수-골롬부호를적

용시키면 되지만 모든 데이터가 이러한 일관성을 가지고있지 않으며,

각종 데이터에 이중 모드 분포도 자주 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

황에 적용하기 위해 지수-골롬 부호를 변형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기본 개념은 각 모드 별로 지수-골롬 부호를 구

성하고, 부호화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어느 모드에 속하는지를 나타내

는 모드 정보와 함께 해당 모드에서의 지수-골롬 부호를 할당하는 것

이다. 이 과정에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모드의 경계를

벗어나는영역에대해서는부호어를 할당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두개의 모드가존재하는지수분포함수를나타내며, 분포의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모드 사이에 중심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모드를

1번, 두 번째 모드를 2번이라 정하고,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정의한다. 각각을 부호화함에 있어서첫 번째모드는 데이터의최소값

인 0에서 중심점까지, 두 번째 모드는 중심점에서 데이터의 최대점인

255까지의 범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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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수 분포 함수

이때각모드에대하여지수-골롬부호를적용하면첫 번째 모드

의뒷부분은코드를할당하지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지수-골롬부호

특성에 의해 코드가 할당이 된다. 사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부호를

첫 번째 모드왼쪽 부분으로 이어 줌으로서 Unused 부분을 사용할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모드 역시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Unused 부분을

오른쪽부분으로연결하여사용해주고, 끝으로두모드를선택하는비

트수(고정길이)를 더하여 가변길이를 측정한다.

3. 실험결과

제안하는 변형된 지수-골롬 부호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식 (1)과 같이 두 개의 지수함수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실험용 데이

터를 발생한다.

  
    

     (1)

그림 1에 접목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와 은 두 모드의 높

이, 와 은 두 모드의 기울기 정도, 와 은 두 모드의 중심

위치이다.

실험에서는모드의높이와모드사이의거리를변형시켜가면서고

정길이 부호화를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가변길이 부호화로서 기존

의 지수-골롬 부호를 사용한 경우와 제안하는 변형된 지수-골롬 부호

를 사용하는 경우의 효율을 비교하였다. 다음의 표 3, 4는 고정길이 부

호화에 대하여 가변길이 부호화를 적용한 경우의 효율을 나타낸다.

표 5는 실제 데이터에 지수-골롬 부호와 변형된 지수-골롬 부호

를 적용시킨 결과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실제 데이터는 스테레오스코

픽영상의좌우영상사이의양안시차벡터맵이다. 그림 3은 두개의시

퀀스에 대한 양안시차 벡터맵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 표 3, 4 에서

보인바와 같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변형된 지수-골롬 부호를 적

용하면지수-골롬부호를적용한것보다더좋은효율을얻을수있다.

표 3. 높이에 따른 효율 비교(모드 사이의 거리= 60)

높이
고정길이
부호화

가변길이부호화

지수-골롬 부호
(효율 %)

변형된 지수-골롬
부호 (효율 %)

4:1 143,200 148,964 (-4%) 137,444 (4.1%)

2:1 179,632 210,658 (-17%) 174,629 (2.8%)

4:3 216,000 272,230 (-26%) 212,615 (1.6%)

표 4. 거리에 따른 효율 비교 (높이의 비 = 4:1)

거리
고정길이
부호화

가변길이부호화

지수-골롬 부호
(효율 %)

변형된 지수-골롬
부호 (효율 %)

30 143,176 169,331(-18.3%) 136,040 (5%)

60 143,200 148,964 (-4%) 137,444 (4.1%)

100 143,208 154,164 (-7.6%) 137,291 (4.2%)

표 5.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부호화 효율 비교

데이터 고정길이
부호화

가변길이부호화

지수-골롬 부호
(효율 %)

변형된 지수-골롬
부호 (효율 %)

(a) 190,664 178,233 (7%) 159,249 (16.5%)

(b) 4,826 5,116 (-6%) 2,704 (44.%)

(a) 애니매이션 (b) 실사

그림 3. 실제 데이터의 히스토그램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수-골롬 부호를 변형하여 이중모드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부호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의 부호

화성능을확인하기위해두모드의거리와높이를달리하여비교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이중모드 분포를 갖는 데이터에 지수-골롬 부호를

적용하면오히려효율이 저하되고, 변형된지수-골롬 부호를적용하면

거리에 따라서는 5%까지, 높이에 따라서는 4%까지 효율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데이터에

따라 44%까지 성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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