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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DVC: Distributed Video Coding)은 다양한 응용에서 낮은 복잡도의 영상 부호화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

기술의 한 가지로써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의 성능은 연산량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그-재그

주사, 줄 길이 부호, 엔트로피 부호 그리고 스킵 매크로블록을 사용하는 기존의 국제 동영상 압축 부호화 기법에 비해 우수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복호화기 측에서 보조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블록별 예측 왜곡을

구하고, 예측 왜곡이 큰 블록에 대해서는 움직임 정보를 피드백시켜 부호화기로 하여금 움직임 보상 프레임 차 신호를 구하여 선택적

으로 부호화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부호화 기법은 기존의 화면 간 부호화 방식들에 근접하는

뛰어난 부호화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Recently, DVC (Distributed Video Coding) techniques are drawing a lot of interests as one of the future research works to 
achieve low complexity encoding in various applications. But, due to the limited computational complexity, the performances of 
DVC algorithms are inferior to those of conventional international standard video coders, which use zig-zag scan, run length code, 
entropy code and skipped macroblock. In this paper, in order to overcome the performance limit of the DVC system, the distortion 
for every block is estimated when side information is found at the decoder and then we propose a new selective block encoding 
scheme which provides the encoder side with the motion information for the highly distorted blocks and then allows the sender to 
encode the motion compensated frame difference signal.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it is shown that the coding efficiency of 
the proposed scheme reaches almost that of the conventional inter-frame coding scheme. 

Keywords: DVC,  Selective Encoding, Wyner-Z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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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까지 표준화가 완료된 국제 동영상 압축 표준은 부

호화기에서 복호화기에 비해 5 ~ 10배 이상의 많은 연산을

도입하여 매우 우수한 압축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디오 코덱은 방송 또는 VoD 등과 같이 한 번만 압축 부

호화되고, 복호가 여러 번 행해지는 하향링크 (down link)
응용에 적합하다. 하지만, 무선 저전력 감시 카메라, 멀티미

디어 센서 네트워크, 무선 PC카메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제

한된 전력 또는 제한된 연산 등 부호화를 위한 자원 활용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복잡도를 갖도록 구현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상향링크(up link) 응용에서는 부호화기

는 매우 간단한 연산만을 수행하고, 복호화기에서 높은 연

산을 도입하여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 기존의 고복잡도 부호화

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

법(DVC: Distributed Video Coding)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1][2]. 
한편, 기존의 국제 표준 동영상 부호화기에서는 다양한

부호화 모드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여 시공간 및 통계적 정

보의 중복성을 찾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부호화 효율

을 극대화할 수 있고, 특히 움직임이 없거나 낮은 영역은

부호화하지 않는 모드를 취함으로써 그리고 지그-재그 스

캔, 줄길이 부호 및 가변 길이 부호 등을 사용하여 우수한

부호화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산 비디오 부호

화 기법에서는 부호화기의 연산 능력 또는 전력 등의 자원

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부호화기의 부호화 성능에

다다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호화기에서 매우 복

잡한 연산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거나, 부호화기에서 간단한

연산을 통하여 정보의 중복성을 제거함으로써 부호화 효율

을 개선시키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4][5][6][7][8][9]. 

X. Artigas[3]는 복호화기에서 생성된 보조정보에 추가적

으로 수신되는 패리티정보를 이용하여 보조정보를 보정하

고, 이 보정된 정보를 이용하여 더욱 정교한 보조정보를 구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J. Ascenso[4]는 화소영역 WZ 

(PDWZ: Pixel-Domain Wyner-Ziv)  부호화 기법에서 우수

한 보조정보를 얻기 위하여 공간 움직임 정보의 평활화 기

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기법을 개선하여 S. Park[5]
은 생성된

보조정보를 구성하는 블록들을 움직임정합 척도와 주위 블

록간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비용을 측정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블록에 대해서만 패리티 정보를 달리 하도록 하

는 채널 분리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비트율 및 왜곡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G. Huai[6]
는 부호화

기에서 WZ프레임과 복원된 키 프레임 사이의 간단한 연산

으로 움직임 영역을 검출하고, 검출된 블록에 대해서만 WZ 
부호화를 하여 패리티 정보를 전송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7]에서는 부호화기에서 코드변환과 그레이코드 변환과 같

이 간단한 연산을 통하여 부호화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였다. [8]에서는 보조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기에 전송하여 적응적인 양자화에 사

용하는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기존의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은 지그-재그 주사, 
줄 길이 부호, 엔트로피 부호 그리고 스킵 매크로블록과 같

은 다양한 부호화 방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제 표준 동영

상 부호화 기법에 비해 열등한 성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

는 이와 같이 현재까지 제안된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이

갖는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와 [7]에서 사용된

기법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크게 개선

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부호화 기법은 [5]에
서 제안한 비용 측정 방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높은 비용

이 소요되는 블록에 대해 움직임 정보를 피드백시키고, 송
신측에서는 [7]에서 사용된 코드변환과 그레이코드로 변환

하여 전송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조

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II장에서는 기존

의 기본적인 PDWZ 코덱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선택적 부호화 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제 III장에서는 기존에 사용된 보조정보 생성 기법

[7]
에 기초

한 움직임 정보 피드백 기법을 제안하고, 코드변환과 그레

이코드를 사용한 PDWZ 코덱구조를 제안한다. 이를 바탕

으로 제안된 움직임 정보 피드백을 이용한 제안 방식의 동

작에 대해 설명한다. 제 IV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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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단한 PDWZ코덱의 구조
Fig. 1. A simple PDWZ structure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가상채널 잡음을 낮출 수 있으며, 
또한 우수한 R-D 특성을 갖는 것을 기존의 기법과 비교 분

석한다. 끝으로, 제 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부호화 효율 개선을 위한 PDWZ구조와
선택적 부호화 기법

1. PDWZ 코덱 구조와 성능 개선

PDWZ 코덱은 부호화기에서 변환 기법과 같은 부가적인

연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산량 절감에 효과가 있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1은 가장 간단한 형태

의 PDWZ 코덱 구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WZ부호화기

에서는 홀수 프레임과 짝수 프레임으로 각각 나누어 다른

방식으로 부호화하는데, 홀수 프레임은 키 프레임으로서

기존의 H.264 화면내부호화 방식을 통하여 부호화되어 전

송된다. 짝수 프레임은 WZ 프레임으로서 스칼러 양자화를

적용하여 정보량을 줄이고, 각비트플레인 단위로 채널 부

호화 효율이 높은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코드

로 부호화된후에 패리티 정보만이 복호화기측으로 전송된

다. 복호화기측에서는 수신된 키 프레임의 복원된 영상정

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공간 예측 기법을 통하여 WZ 프
레임의 최적인 예측치 즉, 보조정보(SI: Side Information)
를 생성한다. 생성된 보조정보는 부호화기측과 동일하게

양자화되고, 각 비트 플레인 단위로 수신되는 패리티 정보

에 대한 유료부하로 사용되어, LDPC 복호를 수행하며 복

호된 신호의 비트-오류율을 계산하여 만족되는 품질 때까

지 수신측에 추가적인 비트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만족

할만한품질로 복호된 신호는 역양자화 되어 WZ 프레임에

대한 복원된 영상을 얻게 된다. 

2. 코드할당과 그레이코드를 사용한 PDWZ 코덱

그림 1과 같은 매우 간단한 구조의 PDWZ 코덱은 뛰어난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7], [10] 등에서는 그레이 코

드와 같은 매우 간단한 연산을 도입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2는 [7]에서 제안한 구조이며, 동
작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웃

하는 프레임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WZ 프레임은 이전에 복원된 키 프레임의 화소값을

참조하여 프레임 차 신호를 구하고, 그 값을 양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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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드할당과 그레이코드를 사용한 PDWZ코덱의 구조[5]

Fig. 2. A PDWZ structure with code conversion and gray code

프레임 간 밝기값 차이 신호는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라플라시안 분포 특성을 보이며, MSB(Most Significant 
Bit) 비트 측을 같도록 코드를 할당함으로써 가상채널 잡음

에 의한 부호화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진 형태

의밝기값표현은 미세한밝기 차이라도 비트플레인 별로

는 매우 상이한 표현을 가지게 되며, 이는 가상채널의 양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레이코드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MSB비트에 발생 가능한 비트

오류를 줄이고, 또한 가상 채널 잡음을 줄임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코드할당과 그레이코드 변환

을 수행한 후에는 LDPC 부호화기에 입력시킨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패리티 정보는 버퍼에 저장된 후에 수신측의

“request-and-decode”방식에 의한 요구에 따라 전송된다. 
그러나 그림 1의 방식에 비해 부호화 효율을 상당부분 개

선시킬 수 있으나, 이 방식은 움직임이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에 상관없이 패리티 정보를 전송하므로 여전히 우수한

부호화 성능을 달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 채널 분리 방식에 의한 선택적 부호화 방식을
갖는 PDWZ 코덱

기존의 국제 표준 부호화기는 다양한 부호화 모드 연산을

수행하여 부호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특히 움직임이

없거나 낮은 영역은 부호화하지 않는 모드를 취함으로써 우

수한부호화효율을 달성할수 있었으나, 분산 비디오부호화

기법에서는 부호화기의 연산 능력 또는 전력 등의 자원 제한

으로 인해 기존의 부호화기에 비해 열등한 성능을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5]에서는 수신측에서 보조정보 생성과

정에서 얻어지는 블록별 비용함수를 도입하고, 이에 기초하

여 비용이 높은 블록에 대해서만 송신측에 WZ 부호화를 요

청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정보 생성시에 이전 키 프레임과 이후키 프레

임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움직임을 가정하고, 양방향 비

용(bilateral cost)을 측정한다.

 
∈

 , (1)

여기서, M은 보조정보 생성 시에 사용되는 주어진 블

록이고, p는 그 블록에 속하는 화소 위치를 나타낸다. 그
리고 이웃 정합 비용(side matching cost)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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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는 생성된 보조정보의 주어진 블록의 경계에

있는 화소 그룹이고, p는 그 블록에속하는 화소 위치를 나

타낸다. 는 p와 이웃하는 화소를 나타낸다. 식(1)과 (2)
로 측정된 비용은 다음과 같이 총 비용으로 더해진다. 

  , (3)

이렇게 해서 얻어진총비용은 크기순으로 정렬되고, [5]
에서는 모의실험을 위해 전체 50%만 비신뢰블록으로 분류

하고, 송신측에 패리티 비트를 요구하며, 수신측은 이 블록

에 대해서만 복호를 수행한다.

III. 대칭형 움직임 추정과 움직임 정보에 의한
선택적 부호화 기법

1. 대칭형 움직임 추정을 갖는 보조정보 생성 기법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에서 보조정보 생성 방식은 전

체 시스템의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5]에서는 J. 
Ascenso[4]

가 제안한 방식을 순방향 탐색과 역방향 탐색을

양방향 대칭블록탐색기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

에서는 움직임이 선형적이라고 가정하고, 움직임 벡터의

절반에 대해서도 대칭적인 탐색을 갖도록 움직임 벡터를

구한다. 즉, 가변적인 블록 크기에 대한 움직임 벡터를 얻는

[9]의 방식을 고정된 크기의 블록에 대한 보조정보를 생성

하도록 변형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식을 최소화하도

록 하는 움직임 벡터(v*)를 구한다.

)]()()([minarg* vSADvSADvSADv mbf
v

++=

å Î +- +-=
Mp kkf vpIpIvSAD )()()( 1212

å Î -+ --=
Mp kkb vpIpIvSAD )()()( 1212

å Î -+ --+=
Mp kkm vpIvpIvSAD )2/()2/()( 1212

(4)

여기서, p는 주어진 탐색을 하고자 하는 가변 블록 M에

속하는 화소의 좌표를 나타낸다. SADf(v)는 이전 키 프레

임에서 이후 키 프레임으로의 순방향 움직임을 추정하기

위해 도입된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값이고, 
SADb(v)는 역방향 움직임을 추정하기 위해 도입된 SAD값
이다. 그러나 SADf(v)과 SADb(v)는 키 프레임에 특정물체

가 있음을 움직임 벡터 v로 근사화해서 찾는 관계식이며

동시에 위너-지브 프레임에 그 물체가 선형적으로 위치한

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되는값이다. 그렇지만 실제 위너-지
브 프레임 내의 현재 블록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양쪽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추정하여 가중 평균함으로써 더욱 성

능을 보정할 필요가 있으며, SADm(v)는 이와 같은 목적으

로 도입된다. 이렇게 해서 최적인 v*를 식(4)을 통해 구해지

면, 위너-지브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보상된다.

2
)2/()2/()(ˆ

*
12

*
12

2
vpIvpIpI kk

k
++-

= +- (5)

그림 3은 제안한 고정된 블록 크기에 대해 블록 중심 대

칭형의 움직임 탐색 기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블록 중심 대칭형의 움직임 탐색 기법
Fig. 3. Block-centered motion estimation

2. 움직임 정보의 피드백 전송에 의한 선택적 부호화
기법

[5]에서 제안한 방식은 보조정보 생성 시에 발생되는 블

록 별 비용을 측정하여 비용이 큰 블록에 대해 그 블록 주소

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피드백하며, 송신측에서는 그 블록

에 대한 화소 밝기 값을 LDPC부호화하여 패리티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5]의 방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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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움직임 벡터 피드백 전송을 갖는 PDWZ코덱의 구조
Fig. 4. A PDWZ codec structure with the feedback of motion information

선하여 복호화기에서 비용을 계산하고, 비용이 큰 블록의

위치에 대한 인덱스와 움직임 벡터를 부호화기로 피드백

전송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움직임 정보 피드백에

의한 선택적 부호화 기법에 대한 화소영역 WZ 코덱의 구

조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는 제안하는 PDWZ 디코더의

제어에 대한 동작 방식을 흐름도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복호화기에서 i번째 블록에 대해 식(4)의 척도를 이용하여

식(5)로 결정되는 보조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i번째블록

에 대해 식(1)-(3)을 이용하여 비용을 측정한다. 이렇게 측

정된 비용 값이 클수록 해당 블록에 대한 시공간적 일치

정도가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블록에 대

해 보조정보를 생성하고 더불어 시공간 비용을 측정한 후

에 최대에서부터 최소까지 정렬을 한다. 정렬된 비용 값을

기준으로 적절한 문턱치(T)값 이상에 해당되는 블록에 대

해서는 그 블록 위치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과 움직임 벡터

를 부호화기로 피드백 전송한다.
부호화기에서는 피드백되어온블록 인덱스와 움직임 벡

터를 이용하여 해당 블록에 대해서만 가로선 주사 방식에

의한순서로 움직임 보상 오차 신호를 구하고, 그값을 양자

화한다. 양자화된값은 코드변환과 그레이부호기를 이용하

여 부호화함으로써 가상채널 잡음에 의한 효과를 줄이는

방안을 사용한다.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에서는 연산량

의 제한으로 인하여 최적인 움직임 보상 프레임 차 신호를

얻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복호화기에서 피드백 전송되어

온 움직임 벡터를 이용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이때, 움직임 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블록은

어떤 정보도 발송하지 않는다. 

그림 5. 제안한 PDWZ 복호화기의 제어 흐름도
Fig. 5. Flow chart for the control of the proposed PDWZ 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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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P1 (b) BP2

(c) BP3 (d) BP4

그림 6. Foreman시퀀스에 대한 비트 플레인별 가상채널 잡음 비교
Fig. 6. Comparison of virtual channel noises per bit-plane for Foreman sequence

IV. 모의실험 결과 및 검토

모의실험에 사용한 영상 시퀀스는 비교를 위해 Discover 
[2] 코덱에서 사용한 영상 시퀀스이고, QCIF 30Hz로 구성

된 Foreman , Salesman, Coast, Hall 그리고 Soccer 시퀀스

를 사용하였다. 먼저, 홀수 프레임에 대응되는 키 프레임의

부호화는 표준안 H.264의 화면내부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양자화파라미터를 고정시킨후에 가변 비트율로 부호화하

였고, 짝수 프레임은 위너-지브프레임으로서 제안 방식 및

비교 방식으로 나누어 부호화하였다.

1. 모의실험을 통한 가상채널 잡음의 비교

참고문헌 [7]과 [10]에서 화소값을 이용한 위너-지브부

호화 기법보다 프레임 차 신호 값을 부호화하는 위너-지브
부호화 기법의 성능이 우수함이 확인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움직임 보상 프레임 차 신호

에 대한 가상채널 잡음의 양을 [7]과 [10]에서 사용한 프레

임 차 신호에 대한 가상채널 잡음의 양을 서로 비교하였다. 
모의실험은 Foreman시퀀스와 Salesman시퀀스 101프레임

중에 짝수 번째 프레임에 대해 코드변환과 그레이 코드를

사용하였고, 각비트플레인 별로 발생된 비트 오류율을 측

정하였다. 
그림 6은 Foreman시퀀스에 대해 키 프레임을 양자화 파

라미터값으로 25를 사용하여 모의실험 한 경우이고, MSB 
비트 플레인(BP1)에서 MSB-3 비트 플레인(BP3)에 대한

비트 오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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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P1 (b) BP2

(c) BP3 (d) BP4

그림 7. Salesman시퀀스에 대한 비트 플레인별 가상채널 잡음 비교
Fig. 7. Comparison of virtual channel noises per bit-plane for Salesman sequence

단순 프레임 차 신호를 이용한 기법에 비해 피드백 되어

온움직임 벡터를 이용할 경우에 가상채널 잡음에 의한 비

트 오류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알수 있다. 특히, MSB비
트와 MSB-1번째 비트에서의 비트 오류율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적은 비트량에도 화질 개선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7은 Salesman시퀀스에 대해 키 프레임을

양자화 파라미터 값으로 15를 사용하여 모의실험 한 경우

이고, 위너-지브프레임에 대한 비트 오류율을 나타내고 있

다. 이 결과에서알수 있듯이 움직임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

가상채널 잡음의 양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alesman시퀀스는 움직임의 양이 적고 또한 키 프레임에

적용된 왜곡이작은 관계로 Foreman시퀀스에 비해 상대적

으로 효과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모의실험을 통한 R-D 성능 비교

제안된 PDWZ 코덱 시스템의 R-D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에서 비용이 큰 상위 50%의 블록에 대해서만 움

직임 정보를 피드백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

서 제안 시스템의 R-D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기존

의 부호화 방식을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PIP : 홀수 프레임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다른방식과 동

일하게 양자화파라미터의값을 고정시켜 부호화하고, 짝
수 프레임은 H.264의 화면 간 부호화 방식으로 부호화함

•IIII : 홀수 프레임과짝수 프레임은 모두동일하게 H.264
의 화면 내 부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부호화함



650 방송공학회논문지 2010년 제15권 제5호

26

28

30

32

34

36

38

4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IPIP Proposed Discover ChannelDiv ConvPDWZ IIII
PSNR
(dB)

bit rate (kbps) 

    28

30

32

34

36

38

4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IPIP Proposed Discover ChannelDiv ConvPDWZ IIIIPSNR
(dB)

bit rate (kbps) 

(a) Coast (30Hz) (b) Hall (30Hz)

28

30

32

34

36

38

4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IPIP Proposed Discover ChannelDiv ConvPDWZ IIII
PSNR
(dB)

bit rate (kbps) 

(c) Soccer (30Hz)

그림 8. 비트율-화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Fig. 8. Simulation results for bitrate vs PSNR

•Discover : Discover코덱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
[2]

•ConvPDWZ : 보조정보 생성방식은 [5]에서 사용한 방식

을 사용하고, 피드백을 갖지 않는 PDWZ 부호화 코덱

•ChannelDiv : [5]에서 사용한 보조정보 생성방식을 사용

하고, 2.3절에 설명한 비용함수에 기초하여 크기순 상위

50%의 블록들의 위치 정보를 피드백하여 부호화하는

PDWZ코덱

•Proposed : 3.1절에서 설명한 방식에 의하여 보조정보를

생성하고, 2.3절에 설명한 비용함수에 기초하여 크기순

50%의 블록들의 움직임 벡터 정보를 피드백하여 부호화

하는 제안된 PDWZ코덱

그림 8은 Discover코덱에서 사용된 3개의 영상 시퀀스에

대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Coast시퀀스와 같이 공간적인 복잡도가 낮고, 객체의 움직

임이 선형적으로 근사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H.264의 화면간 부호화 기법(IPIP)보
다 조금 우수한 영역도 발생됨을알수 있다. 그리고 Hall시



김진수 외 : 움직임 정보의 피드백을 갖는 선택적 블록 부호화에 기초한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 651

퀀스와 같이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고 고정된 경우에도 매

우 우사한 성능을 보임을알수 있다. 그러나 Soccer시퀀스

와 같이 움직임이 매우 큰 경우에는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으로 사용된 모든 기법의 성능이 H.264 화면 내 부호

화 기법보다도 열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 제

안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능 안정화를 거친 Discover
보다 다소 열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모의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화면 간 움직임

이 매우 적거나 움직임이 선형적으로 근사화가 가능한 영

상 시퀀스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움직임 정보 피드백에 따른 비트량과 복잡도 검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보조정보를 구성하는 블록들

중에 비용이 큰 블록에 대해 움직임 정보의 피드백을 갖는

다. 이와 같은 움직임 정보를 부호화기에 전송하는 것은 한

개의 위너-지브프레임에 대해 1회 요구된다. 이때블록 크

기 정보는 미리 부호화기와 복호화기가 상호 고정되어 있

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임 정보는 (블록의 위치인덱스, 움직

임 벡터)로 구성되며, 실제 구현 시에는 이웃블록간의 움직

임 벡터의 DPCM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VLC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제 표준 부호화 기법에서 고정된 블

록 (8x8블록) 크기로 QCIF급의 50% 블록에 대하여 움직임

정보에 대한 가변 길이 부호화 비트량은 시간적 복잡도에

따라약 2kbps에서 20kbps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트량 정보는 실제 양방향으로 정보의 전송이 자유로

운 곳에서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의 비트량이지만

실제 제안 시스템이 구현되고자 할 때는 최적화를 위한 연

구로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법의 열등

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복호화기에서 보조정보 생성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비용이 큰 블록에 대해 움직임

정보를 피드백하는 분산 비디오 부호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부호화기에서 피드백된 블록에 대해 움직임

보상 오차 신호를 부호화함으로써 기존의 블록 정보만 보

내는 방식에 비해 크게 부호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특히, 움직임이 적거나 선형적인 움직임으로 근사화될 수

있는 영상 시퀀스의 경우에 H.264에 의한 화면 간 부호화

를 사용하는 방식의 성능에 근접하는 뛰어난 부호화 성능

을 보임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PDWZ 코덱 구조는 움직임 정보의 피드백을 포함한

시스템 복잡도 및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부호화기와 복

호화기가 부호화 정보를 상호 교환이 가능한 환경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복호화기 측에서 움직임 정보를 피드백함에따라

부호화기에서 움직임 정보를 처리하는 부가적인 복잡도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복호화기에서 보조정

보를 구성하는각블록별 비용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안정화

알고리즘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피드백 되는 움직임 정보

에 대한 효율적인 부호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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