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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264/AVC에서 각 블록은 블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 으로 양자화 라미터(QP) 를 선택하여 양자화를 수행한다면, 개선

된 화질을 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 기반의 응 인 QP 선택 방법은 주변 블록들의 지그재그 스캔 된 정수 변환 계

수의 비트량과 재 블록의 QP 값 변화를 이용하여 화질을 개선하도록 제안된다. 제안된 방법은 QP 값의 변화를 디코더로 송

하지 않고, 인코더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디코더에서 직  처리한다. 제안된 방법의 실험 결과는 H.264/AVC에 비하여 략 0.1 ~ 
0.3 dB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Abstract

In H.264/AVC, if each block is quantized with a adaptive quantization parameter(QP)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a 
block, it could be the deterioration of the picture quality. In this paper, an adaptive block-based QP selection method is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picture quality by utilizing the bit amounts of the zigzag-scanned integer transform coefficients of the 
neighboring blocks and changing the QP value in the current block. The proposed method works in the same way as the encoder 
and decoder without transmitting the change of QP value to the decoder sid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a gain of about 0.1 ~ 0.3 dB compared with H.264/AVC.

Keywords : H.264/MPEG-4 AVC, Intra prediction, DC prediction, Quantization, delta QP

Ⅰ. 서 론

ISO/IEC MPEG(Moving Picture Experts)과 ITU-T 
VCEG의 JVT(Joint Video Team)에서는 H.264/AVC (Ad- 
vanced Video Coding)라는 비디오 압축 표 을 개발하

다. 이 표 은 MPEG-4 Part 10과 ITU-T Recommendation 
H.264로 공동 발표되었다[1]-[3]. H.264/AVC는 기존의 상 

부호화 표 과 차별되는 화면 내 측(Intra Prediction), 
4x4 혹은 8x8 블록 단 의 이산 여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기반 정수 변환, 가변 블록 움직임 측/보상

(Variable Block-size Motion Estimation/Compensation), 다
 참조 임(Multiple Reference Frame), 율 왜곡 최 화

(Rate Distortion Optimization)[4] 등과 같은 기술들로 뛰어

난 성능을 보이는 최신 상 부호화 표 이다.
H.264/AVC에서 화면 내 측 부호화 후 정수 변환된 변

환 계수들은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해 양자화가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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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데
[5][6], 양자화를 용하게 되면, 정수 변환된 성분을 보다 작

은 값으로 표 할 수 있고 양자화를 거치지 않은 성분을 부호

화하는 것에 비해 은 비트수로 부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 효율이 높아진다. 한 데드존이 없는 양자화를 채택하

여 작은 측 오차도 충실하게 양자화해서 화소 정보의 손실

을 최소화 시킨다. 부호화 할 매크로블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 으로 양자화 라미터를 선택하여 양자화를 수행한다

면 개선 된 화질을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 특성에 따라 

QP 값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인 Delta QP[7]

를 송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송되어지는 비트 수가 증가

되기 때문에 부호화 효율 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면 내 임의 매크로블록을 

보다 효율 으로 부호화하기 한 방법으로 인  매크로블

록들의 계수 비트량을 기반으로 재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라미터 값을 결정하기 한 임계값을 설정하고, 임계값

을 이용하여 재 블록의 양자화 라미터 값을 응 으

로 결정하는 방법은 제안한다. 이 방법은 이  매크로블록

과 재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라미터 값이 다를 때에 

송되는 Delta QP 값을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송하지 않고 

디코더에서 직  처리한다. 
서론 다음에 이어질 Ⅱ장에서는 H.264/AVC 부호화 표

의 양자화를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블

록에서 지그재그 스캔 된 정수 변환 계수의 비트량을 이용한 

응 인 양자화 라미터 선택방법을 서술하고,  Ⅳ장은 제

안된 응 인 양자화 라미터에 의한 양자화 방법과 기존 

H.264/AVC의 참조 소 트웨어(Reference Software)인 JM 
11.0에서 양자화 방법 간의 비교 실험 결과가 제시된다. 마
지막으로 Ⅴ장의 결론과 함께 논문의 끝을 맺는다.  

Ⅱ. H.264/AVC의 화면 내 부호화 기술

H.264 비디오 표 에서는 한 독립 인 매크로블록을 부

호화 할 때 화면 내 매크로블록의 경우 각 로 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 따라서 4x4, 8x8, 16x16 블록 기반의 

화면 내 측 모드를 수행하여 최 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최  모드가 결정되면 원 상의 값과 최 모드에 의

해서 측된 값의 차(잔여 상)를 정수 변환하고 엔트로피 

부호화함으로 부호화 과정이 완성된다
[8].

본 장에서는 화면 내 측 부호화를 통해 생성된 차분 

계수들이 수행하게 되는 양자화 과정에 해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1. 양자화

Intra 측 부호화 수행 후에 생성된 차분 계수들은 정수 

변환  양자화 과정
[9]

을 거친다. H.264/AVC는 작은 측 

오차도 충실히 양자화 하여 화소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

기 해 dead-zone이 없는 양자화를 사용한다. 4x4 정수 변

환에서의 기본 인 양자화 연산은 식(1)과 같다.

여기서 Yij는 4x4 정수 변환을 수행하여 변환된 계수이

고 Qstep은 양자화 step size를 나타내며, Zij는 양자화 된 

계수를 나타낸다. 정수 변환을 한 Post scaling Factor(PF)
를 양자화 과정에 포함시키기 하여 식 (1)을 다음과 같이 

식(2)로 바꿀 수 있다. 

  ∙
                 (2)

Wij는 4x4 정수 변환의 결과 행렬의 원소이며 PF는 Wij
에 곱해지는 스 일링 행렬의 각 성분으로 4x4 행렬의 치

(i,j)에 따라서 1/4,  /4 는 1/10의 값을 갖는다.
식(2)에서의 소수 연산을 정수 연산으로 체[10]하기 

하여 식(2)는 다음 식(3), (4)와 같이 구 된다.

   ∙
                  (3)

                    (4)

여기서 QP는 양자화 라미터이다. 정수 연산에서 식(3), 
식(4)는 식(5), (6)과 같이 계산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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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여기서 >>은 우향 자리 이동 연산을 뜻하고, 곱셈 인자 MF
는 식(2)와 식(3)으로부터 계산되어진다. 참조 소 트웨어 모

델에서 인트라 블록을 한 f 는 으로 정의되어 있다.

2. 양자화 라미터

H.264/AVC에서는 양자화 단계()를 직  부호화하

지 않고 양자화 라미터( )를 부호화하고 QP로부터 

Qstep을 도출한다. 
그림 1은 H.264/AVC에서의 QP와 Qstep간의 계이다. 

QP가 6씩 증가할 때마다 Qstep의 크기는 두 배씩 커지며, 
휘도 신호에서 QP의 값은 0부터 51까지의 값으로 Qstep의 

값 0.625부터 224까지의 값들로 각각 응되어 진다.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를 한 QP 값은 다르게 주어질 수 있고, 
Qstep의 넓은 범 에 상응하는 QP를 사용하여 인코더는 비

트율과 화질을 정확하고 유연하게 조 할 수 있다.

그림 1. H.264/AVC에서의 양자화 단계와 양자화 라미터의 계

Fig. 1. Relation of quantization step and quantization parameter in 
H.264/AVC

H.264/AVC의 인코더에서는 CBP, Delta QP, 잔차 계수

와 측 모드 정보에 한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인코더에

서 이러한 비트스트림을 디코더로 송하고, 디코더는 송

받은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서 복호화를 한다.
재 매크로블록의 양자화 라미터가 변경되었다면, 식 

(7)과 같이 재 매크로블록 양자화 라미터와 이  매크

로블록 양자화 라미터의 차분치가 Delta QP 값으로 장

되어 디코더로 송되는데 이에 한 비트 수가 증가되어 

부호화 효율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Ⅲ. 지그재그 스캔 된 정수 변환 계수의 
비트량을 이용한 응 인 QP 선택과 Delta 

QP 정보 생략

본 논문에서는 화면 내 부호화 수행 시 양자화 효율을 

높이기 하여 양자화 될 블록의 주변 블록의 지그재그 스

캔 된 정수 변환 계수의 비트량을 이용한 응 인 양자화 

라미터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화면 내 측 부호화를 통해서 얻어진 잔여 계수를 4x4 블

록 단 로 정수 변환 후 양자화 한다. 양자화 과정에서 Qstep
을 직  부호화하지 않고 QP를 부호화하고 QP로부터 Qstep
을 도출한다. 이웃되는 화소들의 차이가 거의 없는 단순한 

상에는 큰 QP를, 이웃되는 화소들의 차이가 많은 복잡한 

상에는 작은 QP를 히 용하여 압축률과 복원 상의 화

질을 조 한다. 그러나 기 설정 값으로 주어진 QP 값은 

임 내에서 블록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매크로블록에 

동일하게 용되므로 매크로블록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의 

QP를 조 하는 것이 높은 부호화 효율을 유도한다.

1. 임계값 설정

블록의 부호화 후, 이웃되는 화소들의 차이가 거의 없는 

단순한 상에서보다 이웃되는 화소들의 차이가 많은 복잡

한 상에서는 더 많은 잔여계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블

록 특성을 이용하여 잔여계수에 따른 블록 복잡도를 별

하고자 한다.
재 블록의 복잡도 측을 해서는 먼  임계값의 설

정이 필요하다. n번째 매크로블록의 임계값 Thd[n]은 이  

매크로블록들의 지그재그 스캔 된 정수 변환 계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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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LC로 부호화 된 비트량의 평균값으로부터 결정된다.

 




     (8)

   (9)

여기서 MBCoeff[i]는 i번째 매크로블록의 지그재그 스캔 된 

정수 변환 계수의 비트량이고, Scoeff[n]은 모든 MBCoeff[i]의 
합, i=0,1,...,n-1, and Thd[n]은 Scoeff[n]의 평균값이다. 

n이 증가할 때마다 임계값 한 응 으로 변하게 된다. 
n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블록들이 임계값을 결정하기 

한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n의 증가에 따른 응 인 

임계값의 변화는 매크로블록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단할 수 있다. 

2. 블록 복잡도 별

주어진 블록의 복잡도를 별하는 방법은 화면 내 부호

화에서는 재 블록과 주변 블록들 사이의 공간  상 도

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재 블록이 복

잡한 상이라면 그 주변 블록들도 복잡한 상일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주변 블록들의 지그재그 스캔 된 정수 변환 

계수들이 CAVLC로 부호화 된 비트량이 임계값보다 크다

면 재 블록을 복잡한 상으로 측한다.
그림 2는 재 매크로블록의 주변 매크로블록들, a, b, c, 

d를 보여 다.
 

그림 2. 제안 된 방법에서 이용되는 재 MB에 인 한 네 개의 블록

Fig. 2. Four adjacent MB utilized in the proposed method.

네 개의 주변 블록들, a, b, c, d의 지그재그 스캔 된 계수

들의 비트량의 평균값 를 계산하여, QP의 값을 다

음 식에 따라서 용하게 된다.

      (10)

       
(11)

여기서  ,  ,  , 는 그림 2에서 메크

로블록 a, b, c, d 각각의 지그재그 스캔 된 계수들의 비트량

이고,   는 재 n-번째 매크로블록 양자화 라

미터의 기 설정 값이다. a, b, c, d 블록 각각의 계수 비트

량들을 합하여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값과 임계값을 비교

하여 블록의 복잡도를 측하게 된다.
식(11)에 따라서 만약, n번째 매크로블록의 QP 값은 

의 값이     값보다 크다면, 재 블록의 

기 설정된 QP 값을 QP-2로 변경하여 부호화를 하고, 반
로  의 값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기 

설정된 QP 값을 그 로 사용하여 부호화를 한다. QP-2에

서 ‘2’의 값은 실험 으로 얻은 상수이다.
주변 블록 a나 b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조건 검사를 

하지 않고 기존 부호화 하는 방식으로 부호화 하고, 주변 

블록 c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12), (13)과 같이, c를 

제외한 a, b, d에 한 를 구하여 조건에 따라 부호

화 한다. 만약, n번째 매크로블록의 QP 값은 의 값

이     값보다 크다면, 재 블록의 기 설정된 QP 
값을 QP-1로 변경하여 부호화를 한다. 3개의 주변 블록을 

이용하기 때문에 4개의 주변 블록을 이용하는 것보다 복잡

도 측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QP-2의 값 

신 QP-1의 값으로 QP 조 의 차이를 다.

     (12)

       
(13)

3. Delta QP 생략

기존의 부호화에서는 블록의 QP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 블록의 QP 값과 이  블록의 QP 값을 비교해서 그 차이 

값을 Delta QP에 장해서 디코더로 보내게 된다.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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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QP
H.264/AVC Proposed

ΔPSNR
(dB)

ΔBitrate
(%) Sequence QP

H.264/AVC Proposed
ΔPSNR

(dB)
ΔBitrate

(%)BitRate
(Kbps)

PSNR
(dB)

BitRate
(Kbps)

PSNR
(dB)

BitRate
(Kbps)

PSNR
(dB)

BitRate
(Kbps)

PSNR
(dB)

Carphone
(QCIF)

16 1824.33 47.05 1929.78 47.71 0.66 5.78
Tempete

(CIF)

16 11202.96 46.77 11832.15 47.74 0.97 5.62
20 1327.03 43.93 1414.65 44.61 0.68 6.60 20 8546.78 43.14 9134.39 44.19 1.05 6.88
24 953.31 40.88 1027.81 41.61 0.73 7.81 24 6333.88 39.61 6891.53 40.72 1.11 8.80
28 673.07 37.94 723.41 38.50 0.56 7.48 28 4570.67 36.25 4981 37.13 0.88 8.98

News
(QCIF)

16 1942.91 47.31 2051.96 48.06 0.75 5.61
News
(CIF)

16 5692.69 47.20 6128.63 47.89 0.69 7.66
20 1471.25 44.06 1569.8 44.90 0.84 6.70 20 4020.15 44.33 4381.02 45.04 0.71 8.98
24 1094.38 40.84 1180.46 41.70 0.86 7.87 24 2889.48 41.68 3180.42 42.55 0.87 10.07
28 802.53 37.79 866.61 38.56 0.77 7.98 28 2067.1 38.98 2277.11 39.76 0.78 10.16

Silent voice
(QCIF)

16 2387.77 46.72 2484.7 47.32 0.60 4.06
Irene
(CIF)

16 5161.95 47.03 5515.68 47.54 0.51 6.85
20 1741.87 43.01 1830.77 43.61 0.60 5.10 20 3505.11 44.48 3782.67 45.07 0.59 7.92
24 1217.63 39.60 1300.55 40.24 0.64 6.81 24 2406.63 42.00 2648.27 42.76 0.76 10.04
28 814.4 36.45 872.08 36.91 0.46 7.08 28 1625.6 39.46 1792.38 40.10 0.64 10.26

Stephen
(QCIF)

16 3255.5 47.01 3295.04 47.23 0.22 1.21
Mobile
(CIF)

16 15192.6 46.57 15551.37 47.07 0.50 2.36
20 2594.05 43.32 2633.33 43.58 0.26 1.51 20 12095.06 42.72 12434.94 43.24 .052 2.81
24 2017.26 39.64 2059.56 39.95 0.31 2.10 24 9379.47 39.00 9715.29 39.56 0.56 3.58
28 1524.12 36.06 1560.58 36.36 0.30 2.39 28 7087.7 35.45 7360.3 35.94 0.49 3.85

Hall
(QCIF)

16 1852.13 46.52 1922.84 46.91 0.39 3.82
Paris
(CIF)

16 10028.08 46.55 10436.95 47.12 0.57 4.08
20 1309.38 43.54 1372.39 43.98 0.44 4.81 20 7601.06 43.15 7955.17 43.74 0.59 4.66
24 945.61 40.85 1001.52 41.42 0.57 5.91 24 5690.68 39.89 6016.23 40.54 0.65 5.72
28 688.92 38.18 731.84 38.72 0.54 6.23 28 4188.13 36.72 4427.34 37.27 0.55 5.71

Fila
(QCIF)

16 1880 47.70 1955.85 48.21 0.51 4.03
Foreman

(CIF)

16 7587.78 46.70 7938.51 47.22 0.52 4.62
20 1390.79 44.56 1456.46 45.08 0.52 4.72 20 5330.8 43.20 5603.41 43.65 0.45 5.11
24 1021.11 41.59 1078.63 42.16 0.57 5.63 24 3630.84 40.17 3844.64 40.60 0.43 5.89
28 740.97 38.79 780.95 39.20 0.41 5.40 28 2424.01 37.38 2561.86 37.69 0.31 5.69

Average 0.55 5.28 Average 0.65 6.51

표 2.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QP의 송은 비트율을 높여 부호화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에서 디코더

로 Delta QP를 송하는 신 디코더에서 직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의 매크로블록 부호화가 끝나면, 해당 블록의 QP가 

변경 되었었는지를 검사하고 변경 되었다면 변경 , 기 

QP 값으로 재설정하게 된다.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에서 수행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블록의 복잡도를 측하고 복잡한 블록이라고 단될 경우, 
복호하고자 하는 블록의 QP 값을 인코더에서의 조건과 같

이 낮추어 복호화 한다.

Ⅳ.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을 비교하기 해서 H.264/ 
AVC의 reference codec인 JM(Joint Model) 11.0을 사용하

다[11]. 자세한 실험 조건은 표 1에 기술하 다.

Sequence Resolution Experiments condition

Carphone, News,
Silent voice, Stephen, Hall, Fila

QCIF
(176×144)

Baseline profile
Intra(I frame) only
QP(16, 20, 24, 28)

CAVLC RDO on
Tempete, Paris, Irene, News,

Mobile, Foreman
CIF

(352×288)

표 1. 실험 조건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실험 상으로는 QCIF, CIF 각 6개 상을 사용하 으며, 
각 상들은 모두 300장을 부호화 하 다. 보다 정확한 화면 

내 부호화의 성능 비교를 해 I frame으로만 부호화를 수행

하 고, Entropy 부호화 방법으로 CAVLC을 사용하여 부호

화 하 다. 그리고 최 의 모드 결정을 해 율-왜곡 최 화 

(RDO) 과정을 사용하여, 두 방법에 한 성능 비교를 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상 으로 낮은 비트율(Low Bitrate)

에서 높은 부호화 성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높

은 비트율(High Bitrate)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표 2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사용된 PSNR 



224 혜민 외 : 블록의 잔여 변환 계수를 이용한 응 인 QP 선택

(a)

(b)

(c) 

그림 4. QCIF 상의 R-D 곡선 (a) Carphone(QCIF) (b) News(QCIF) 
(C) Hall(QCIF)
Fig. 4. R-D curves for CIF sequences (a) Carphone(QCIF) (b) 
News(QCIF) (C) Hall(QCIF)

(a)

(b) 

(c) 
그림 5. CIF 상의 R-D 곡선 (a) Tempete(CIF) (b) News(CIF) (C) 
Irene(CIF)
Fig. 5. R-D curves for CIF sequences (a) Tempete(CIF) (b) News(CIF) 
(C) Irene(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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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6. H.264/AVC와 제안 된 방법들의 체 복호화 시간 비교 (a) News(QCIF) (b) Hall(QCIF) (C) Tempete(CIF) (d) News(CIF)
Fig. 6. Total decoding time of H.264/AVC to that of proposed method. (a) News(QCIF) (b) Hall(QCIF) (C) Tempete(CIF) (d) News(CIF)

증가(ΔPSNR)와 비트율 차이(ΔBitate)는 각각 식 (14)와 

(15)로 계산하 다.

prop orgPSNR PSNR PSNRΔ = − (14)

( )
100prop org

org

Bit Bit
Bitrate

Bit

−
Δ = × (15)

여기서 ΔPSNR와 Bit는 각각 기존의 H.264/AVC의 

PSNR과 bitrate를 의미하고 PSNRprop와 Bitprop는 제안하

는 방법의 PSNR과 bitrate를 의미한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하는 방법은 평균 0.6 dB(최
 1.11 dB)의 PSNR 향상을 보 으나 비트율 한 평균 

5.89%(최  10.26%)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객 인 성능평가를 하여 율-왜곡 곡선을 그림 4, 그
림 5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 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하여 평균 으로 약 0.1 dB ~ 0.3 dB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이 인코더에 구 되면, 인코더

에서 디코더 측으로 보내어지는 추가 인 정보 없이 디코

더에서 직  제안 된 방법을 처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코더에서 구 된 것과 같이, 디코더에서도 블록 복잡도 

검사를 하고 블록 복잡도에 따라서 QP를 선택하여 복호

화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디코더에서 복잡도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개의 QCIF 상과 2개의 CIF 상

에 하여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H.264/AVC의 체 복호

화 시간을 그림6과 표 3에서 정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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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QP H.264/AVC
(sec)

Proposed 
method 
(sec)

H.264/AVC와 

Proposed
Method 비교 (%)

News
(QCIF)

16 39.00 39.02 0.04
20 38.59 38.61 0.04
24 38.20 38.33 0.32
28 37.86 38.00 0.37

Hall
(QCIF)

16 39.47 39.53 0.16
20 38.58 38.61 0.09
24 38.02 38.11 0.24
28 37.59 37.66 0.16

Tempete
(CIF)

16 56.02 56.16 0.25
20 54.99 54.97 -0.03
24 54.27 54.06 -0.37
28 53.37 53.33 -0.09

Irene
(CIF)

16 62.25 62.67 0.68
20 60.06 59.81 -0.41
24 57.69 58.06 0.65
28 56.20 56.66 0.81

표 3. H.264/AVC와 제안 된 방법들의 체 복호화 시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total decoding time of H.264/AVC to that of
proposed method.

제안된 방법을 디코더 측에서 직  처리해 으로써 발생

하는 디코더 복잡도로 인한 복호화 시간의 증가는 H.264/ 
AVC에 비하여 평균 0.2 % 증가하 다. 이것은 기존 복호

화 시간에 비하여 거의 증가하지 않은 복호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안된 방법은 미세한 디코더 복잡도 증가

만으로 압축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  매크로블록의 지그재그 스캔 된 정

수 변환 계수의 비트량을 이용한 응 인 양자화 라미

터 선택 방법을 제안하 다. 부호화 할 매크로블록의 특성

을 고려하여 응 으로 QP를 선택하여 양자화를 수행한

다면 개선 된 화질을 기 할 수 있으나 QP 값을 변경할 경

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인 Delta QP의 송으로 부호화 

효율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부호

화된 주변 블록들을 이용하여 재 블록 특성에 합한 

응 인 양자화 라미터 선택 방법을 사용하고 Delta QP 
정보 생략으로 부호화 효율을 높 다.

실험 결과, 동일 비트율 상에서의 PSNR은 0.1 dB ~ 0.3 

dB의 성능 향상을 보 고, 디코더 복잡도는 체 복호화 

시간이 H.264/AVC에 비하여 평균 0.2 % 정도 증가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디코더 복잡도의 변

화가 거의 없이 압축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안된 지그재그 스캔 된 정수 변환 계수의 비트량을 이

용한 응 인 양자화 라미터 선택 방법을 화면 내 부호

화에서 뿐만 아니라 화면 간 부호화에 용하면 더욱 높은 

부호화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한 주변 

블록의 계수 비트량 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을 악하여 그

에 가장 효과 인 양자화 라미터 선택 방법을 찾아내 더

욱 효율 인 부호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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