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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 비디오 부호화(DVC: Distributed Video Coding)는 움직임 추정과 같은 복잡한 연산을 복호기측에서 처리함으로써 경량화

된 영상 부호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분산 비디오 부호화의 부호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우수한 보조정보(SI: Side Information) 생성 또는 채널 특성을 잘 기술할 수 있는 채널 잡음 모델링에 집중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화소영역 Wyner-Ziv(Pixel Domain WZ: PDWZ) 코덱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부호기에서 높은 복잡도를 도

입하지 않고 간단한 비트 연산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는 성능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즉, WZ 프레임과 보조정보 간에 존재하는

높은 상관성을 이용하고, 특정 영역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가상채널 잡음을 줄임으로써 부호화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Gray Code)를 사용하여 통계적 중복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더불어 비트 인

터리버를 통하여 가상 채널 잡음의 영향을 줄이는 PDWZ 코덱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은 최대 약 0.5 dB의

화질 개선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Recently, DVC (Distributed Video Coding) is attracting a lot of research works since this enables us to implement a 
light-weight video encoder by distributing the high complex tasks such as motion estimation into the decoder side. In order to 
improve the coding efficiency of the DVC, the existing works have been focused on the efficient generation of side information 
(SI) or the virtual channel modeling which can describe the statistical channel noise well. But,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performance, this paper proposes a new scheme that can be implemented with simple bit operations without introducing complex 
operation. That i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is enhanced by using the fact that the Wyner-Ziv (WZ) frame and 
side information are highly correlated, and by reducing the effect of virtual channel noise which tends to be clustered in some 
regions. For this aim,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pixel-domain WZ (PDWZ) CODEC which effectively exploits the statistical 
redundancy by using the code conversion and Gray code, and then reduces the channel noise by using the bit interleaver.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improve the performance up to 0.5 dB in objective visual quality. 
 

Keywords : DVC, Wyner-Ziv, Gray Code, Bit Interle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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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MPEG-1/2, H.264/AVC 등 기존의 비디오 부호화 표준은

시간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한 예측부호화를 부호기에서 수

행함으로써 복호기에 비해 5 ~ 10배 이상의 많은 연산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비디오 코덱은 방송 또는 VoD 등과

같이 한 번만 압축 부호화되고, 복호가 여러 번 행해지는

응용에 적합하다. 하지만, 무선 저전력 감시 카메라, 멀티미

디어 센서 네트워크, 무선 PC 카메라와 같은 저전력을 필요

로 하는 응용에서는 부호기는 최소한의 복잡도를 유지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높은 복잡도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부호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분산 비디오 부

호화 기법(DVC)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분산 비디

오 부호화 기술은 두 가지 이론 즉, Slepian-Wolf와 Wyner- 
Ziv의 기본적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1][2]. Slepian-Wolf 
이론은 예측 참조 영상 또는 보조정보(SI)가 기존의 코덱과

같이 부호기와 복호기에서 모두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압

축하거나, 또는 복호기에만 주어지더라도 원 영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인 것이다
[1]. WZ 이론은 Slepian-Wolf 이론을 손실 압축의

경우로 확장한 것으로 예측 참조 영상이 복호기측에 존재하

고 손실 압축을 할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비트율-왜곡 특

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증명 하였다
[2]. 이러한 두 이론은

기존의 부호기에서 구현된 움직임 예측/보상 과정을 복호기

측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낮은 복잡도의 부호기를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인 타당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분산 비디오 부호화 기술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가 버클리

대학에서 제안한 PRISM 기술이며
[4], 둘째가 스탠포드 대

학의 WZ 부호화 기술이다
[5]. 이러한 기법들은 기존의 화면

내 부호화 기법으로 부호화되는 키 프레임 부호화, 그리고

키 프레임들 사이에 존재하는 프레임은 WZ 프레임으로서

화소영역 또는 변환영역에서 양자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채널 코딩한 후 생성된 패리티(parity)를 전송하는 WZ 프레

임 부호화로 구성된다. 수신측에서는 키 프레임 복호화를

수행하고, 더불어 복호된 키 프레임을 이용하여 시간축상

에 존재하는 정보의 중복성을 이용하여 예측영상을 얻게

되는데, 이 정보를 보조정보라고 한다. 보조정보는 송신측

에서 제공하는 WZ 프레임과 매우 유사한 신호 성분으로

구성되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 성분은 통신 채

널을 통하여 전송 중에 발생한 잡음으로 간주하여 가상 채

널 잡음(Virtual Channel Noise)이라고 한다. 가상 채널 잡

음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는 보조정보 신호가 갖는

잡음의 양을 추정하고, 추정된 잡음 정보와 수신된 패리티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 채널 잡음을 제거하는데 많은 관심

을 두었다
[6]-[10]. 특히, 잡음의 양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

기 위해 채널 잡음 모델을 라플라시안 또는 가우시안 모델

에 기초하여 모델링하고, 그 양을 추정하는데 많은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러나, WZ 복호기에서 원 영상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

으므로, 가상 채널 잡음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가상 채널에서 삽입된 잡음의 양과 잡음이

발생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가상 채널 잡음은 영상 간 움직임이 많거나 폐색

(occlusion) 영역이 많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국

부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라플라시안 또는 가우

시안 형태의 모델링이 전체 프레임 단위 또는 비트 플레인

별로 통계적인 특성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채널 잡음을 비트량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유한한

패리티 정보로 복구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때로는 Salt & 
Pepper와 같은 잡음이 발생하게 되어 심한 주관적인 화질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11][12].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WZ 

부호기에서의 계산량 및 복잡도 제한으로 인해, 복호기에

서 높은 복잡도를 도입하여 보조정보 생성 또는 가상 채널

잡음의 양을 예측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WZ 코덱에서 간단한 코드변환 및 그레이코드를 사용하고, 
연산순서 조정을 통하여 코덱의 부호화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식은 원 영상 정보와 보조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상관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코

드할당 및 그레이코드를 사용하고, 또한 생성된 보조정보

내에서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존재하는 군집성 왜곡을 줄

이기 위해 비트 인터리버(bit interleaver)를 사용하는 화소

영역 WZ 코덱 구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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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의 PDWZ코덱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conventional PDWZ codec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 장에서는 기존의

PDWZ 코덱에 대한 기본 구조 및 특징을살펴보고, 본 논문

에서 사용하는 보조정보 생성 방식의알고리즘을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기존의 PDWZ 코덱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PDWZ 코덱의 구조를 제시하고, 코드변환과

그레이코드로 변환하여 가상 채널 잡음을 줄이기 위한 방

안, 그리고 비트 인터리버를 통하여 가상 채널 잡음을 분산

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IV 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코드변환과 그레이코드의 적용과

비트 인터리버를 사용하여 얻는 효과를 모의실험 결과를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끝으로, V 장에서는 결론을맺는다.

Ⅱ. 기존의 WZ 코덱과 보조정보 생성 방식

1. 기존의 WZ 코덱 구조

현재까지 다양한 구조의 WZ 비디오 코덱 구조가 제시되

고 있으며, 크게 화소영역 WZ(PDWZ: Pixel-Domain 
Wyner-Ziv) 코덱과 변환영역 WZ(TDWZ: Transform- 
Domain Wyner-Ziv) 코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4][5][13][14][15]. 
이러한 코덱은 기존의 화면 내 부호화 기법으로 부호화하

여 전송하는 키 프레임 부호화와 키 프레임들 사이에 존재

하는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화소영역 또는 변환영역에서 양

자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채널 부호화하여 얻은 패리티

정보를 전송하는 WZ 프레임 부호화로 구성된다. 그림 1은
기존의 많은 논문과 자료에서 고려되어 온 PDWZ 코덱의

구조를 나타낸다. PDWZ 코덱은 부호기에서 단순히 화소

값을 부호화하거나 참조 영상과의 화소 차이 값을 부호화

함으로써, 부호기의 구조를 간단화하고 계산량을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홀수 프레임은 키 프레임으로서 기존의 H.264/AVC 화

면내 부호화 방식을 통하여 부호화되어 전송된다. 짝수 프

레임은 WZ 프레임으로서 스칼러 양자화를 적용하여 정보

량을 줄이고, 각 비트 플레인 단위로 채널 부호화 효율이

높은 Turbo 코드 또는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코드로 부호화된 후에 패리티 정보만이 복호기측으로 전송

된다. 복호기측에서는 홀수 프레임으로 수신되는 키 프레

임을 복호 및 복원하고, 복원된 영상은 프레임 메모리에 저

장된다.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된 키 프레임의 정보를 이용

하여 WZ 프레임의 최적인 예측치 즉, 보조정보를 생성한

다. 생성된 보조정보는 부호기측의 원 WZ 프레임과 매우

유사하도록 생성되며, 이 정보는 부호기측과 동일하게 양

자화되고 각 비트 플레인 단위로 수신되는 패리티 정보에



방송공학회논문지 2010년 제15권 제1호 55

대한 유료부하로 사용되어, LDPC 복호를 수행하고, 복호

된 신호는 역양자화되어 WZ 프레임에 대한 복원된 영상을

얻게 된다. 
그런데, 기존의 PDWZ 코덱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호기

가 계산량 또는 복잡도가 제한되는 특성으로 인해 복호기

에서 주로 효과적인 보조정보 생성, 반복적인 보조정보갱

신 또는 가상 채널 잡음의 양을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성능 개선을 하고자 하였다
[4][5][8][9][10]. 그러나, 복호기에서

높은 연산량을 도입하더라도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능 개선에 효율적인 PDWZ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보조정보 생성 방식

보조정보는 Wyner-Ziv 코덱의 전체적인 성능에 매우큰

영향을 미친다. 보조정보 생성 방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16][17][18]. 기존의 움직임 보상 프레임 보간

(MCFI: Motion Compensated Frame Interpolation) 기술은

부호기측에 어떤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부

호기의 복잡도를 높이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은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Z. Li[16]
등이 제안한 블록

중심의 보간 기법과 E. Peixoto[17]
등이 제안한 물체 중심의

보간 기법을 개선한 방법
[18]

을 사용하며, 제안 방식은 다음

과 같이 3단계로 요약된다.
첫째, 현블록의 예측을 위한 기준블록은 이전 키 프레임

과 이후 키 프레임의 동일 위치블록의평균치 즉, Ref_blk 
= (I2k-1+I2k+1)/2 을 얻는다.
둘째, Z. Li[16]

등이 제안한 방식과 동일하게 블록 단위로

순방향 예측블록과 역방향 예측블록을 얻는다. 이 두 예측

영상에 대한 단순 평균을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에 대한 최

종적인 예측 정보를 얻게 된다. 이렇게 구한 두 개의 예측

영상 즉, 순방향 예측블록, 역방향 예측블록, 그리고 이들

블록의 평균화 블록을 예측 블록으로 사용한다. 
셋째, 위에서 구한 세 개의 예측 블록 즉, 순방향 예측

블록, 역방향 예측블록, 그리고, 이러한 두블록의평균예

측블록을 위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단순평균치블록블록

과의 비교에 의해 최소의 왜곡을 갖는블록을 선택한다. 그
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예측블록 선택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16]. 

I2k-1 F2k I2k+1

(a) 순방향 예측 영상

I2k-1 B2k I2k+1

(b) 역방향 예측 영상

(c) 평균치 영상과 세 예측 영상의 비교

그림 2. 세 가지의 예측 영상 블록을 이용한 예측 블록 선택 방식[18]

Fig. 2. Block selection methods for three predicted image blocks

III. 코드변환과 비트 인터리버를 이용한
PDWZ 코덱

1. PDWZ 코덱의 구조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DWZ 구조도를 나타내

고 있다. 먼저 이웃프레임 간에 존재하는 시간적 중복성을

간단히 제거하기 위해 WZ 프레임은 이전에 복원된 키 프

레임의 화소밝기값을 참조하여 프레임 차 신호를 구하고, 
그 값을 양자화 한다. 양자화된값은 코드할당과 그레이코

드 변환기에 의해 부호화한 후에, 비트 인터리버를 통하여

가상 채널 잡음을 분산시킨후에 LDPC 부호기에 입력시킨

다. 그리고, 발생된 패리티 정보는 버퍼에 저장된 후에 전송



56 김진수 외 : 코드변환과 비트 인터리버를 이용한 화소영역 Wyner-Ziv 부호화 기법

   그림 3. PDWZ 코덱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PDWZ Codec

된다. 한편, 수신측에서는 복원된 키 프레임을 이용하여 II 
장에서설명한 방식으로 보조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보조

정보는 부호기측과 동일하게 양자화,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

드 변환기, 비트 인터리버를 통과하여 LDPC 복호기에 입력

된다. 이때, 수신측의 요구에 의해 수신되는 패리티 비트는

LDPC 복호품질이 수용 가능한 심볼에러 확률에 이를때

까지 “request-and-decode"방식을 사용한다. 수신되는 그레

이코드는 수신측의 요구 비트량에 의해 i 번째 비트 플레인

까지 패리티 정보로 수신하게 되며, 수신된 G0G1…Gi으로

복호되고, 수신하지못한 그레이코드의 비트들 즉, Gi+1…Gn

는 보조정보의 해당 비트들을뒤에덧붙여서 복원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수신된 패리티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채널 잡음

의 효과를 줄이고, 디인터리버, 그레이복호기, 역양자화를

거쳐얻은잔차 신호 성분은 참조 영상으로 사용된 이전 키

프레임과 더해져 복원된 WZ 프레임을 얻는다.

2.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 변환기의 사용

이웃하는 프레임간의 동일 위치에 있는 화소의 밝기 값

은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 화소 간의 밝

기 값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분포 특성은 0을 평균으로 하

고 좌우가 대칭인 라플라시안 분포를 따르며, 평균과 평균

값 근처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통계적 특성은

매우 안정적이고 정재적인(stationary)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통계적 중복성을 이용하기

위해 표 1에 나타낸예와 같이 차분신호값을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영역에 대해 MSB(Most Significant Bit) 비트

를 같도록 코드를 할당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한편, 이진 형태의밝기값표현은 이웃하는 거의 유사한

밝기값이라도 비트 플레인별로 매우 다른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송신측에서 보내고자 하는 WZ 프레임과 수신

측에서 생성한 보조정보는 매우 유사한밝기값을 가질 수

있으나, 이진 형태의 표현 형식으로 전송을 한다면밝기값

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 플레인별로는

매우 상이한 형태의 표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수신측에서

생성한 보조정보를 패리티 비트의 유료 부하에 위치시킬

때, 많은 비트가 가상 채널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극복하기 위해 표 1에 나타낸예

와 같이 코드할당 결과에 대해 그레이코드로 변환하여 사

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웃하는 유사한 밝기 값에 대해

채널 잡음 효과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논문에 사용된

그레이코드로서, [14]에서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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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 신호 값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이진코드

(2의보수) 1000 1001 1010 1011 1100 1101 1110 1111 0000 0001 0010 0011 0100 0101 0110 0111

코드할당 1011 1100 1101 1110 1111 0000 0001 0010 0011 0100 0101 0110 0111 1000 1001 1010

그레이코드 1110 1010 1011 1001 1000 0000 0001 0011 0010 0110 0111 0101 0100 1100 1101 1111

표 1. 양자화된 신호에 대한 이진코드,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 변환의 예
Table 1. Binary code, allocated code and gray code for the quantized signal

유사 화소 밝기 값의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15]에서는 시공간 보간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PDWZ에서

약간의 복잡도를 도입하여 코덱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하였다.

3. 비트 인터리버의 사용 및 방식

복호기측에서 생성되는 보조정보는 원 WZ 프레임과 매

우 유사한 정보이지만, 가상 채널 잡음에 의한 오차를 갖게

된다. 가상 채널 잡음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더불어 채널에서 삽입된 잡음의 양과 위치

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가상 채널 잡음은 영상 간 움직임이 많거나 폐색 영역이

많은 영역에서 발생되며,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라플라

시안 또는 가우시안 형태의 모델링 기법이 프레임 단위 또

는 비트 플레인별로 전체적인 통계적인 특성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채널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7]-[10].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PDWZ 부호기에서 각 비트 플레인을

LDPC 부호기에 입력시키기 전에 가상 채널 잡음을 분산시

키고, 또한 분산된 잡음을 잘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트 인터리버를 사용한다. 비트 인터리버는 그림 4에 나

타낸 것과 같이 각 비트 플레인에 대해 가로축 방향과 세

로축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 (∆ , ∆ ) 만큼의 거리를 두

고 읽어 들이는 방식이다. 먼저, 가로축 방향으로 ∆만큼
씩 거리에 있는 비트들 순차적으로 읽고 나서, 세로축 방

향으로 ∆만큼 떨어진 가로축을 동일한 방식으로 읽어

나간다. 해당 비트 플레인의 마지막이 도달하면 다시 처음

시작 위치 옆의 비트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읽어 들

인다.

그림 4. 비트 인터리버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bit interleaver

4. 가상채널 잡음의 양 예측 방식과 비트 율 제어

가상채널 잡음은 원 영상과 보조정보 간의 차이를 의미

하며, 주로 라플라시안 확률분포를따르며, 이를 기초하여

잡음을 예측한다[7]-[10].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중복성을 제

거하기 위해 화소 차이값을 부호화하므로 각비트 플레인

별 단위로 다른 전송 채널로 전송된 것으로 고려하고, 그
전송채널을 이진대칭채널(Binary Symmetric Channel: 
BSC)로 모델링한다. BSC 채널에서 발생되는 비트 에러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Log Likelihood Ratio 
(LLR)의 초기치 값으로 사용한다. 비트 에러 확률을 구하

기 위해 다음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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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SB 비트 플레인의 프레임별 비트 에러 비율 (b) MSB+3 비트 플레인의 프레임별 비트 에러 비율

 그림 5. Foreman 시퀀스에 대한 프레임별 비트 에러 비율 비교
 Fig. 5. Comparison of bit error rates for 'Foreman' sequence

≃  (1)

 
여기서, X와 Y는 원 영상과 보조정보를 각각 의미하고, 

I2k+1과 I2k-1은 각각 전후 키 프레임을 의미한다. 위 식을

기반으로 먼저, 보조정보와 이전 키 프레임간의 차이 그

리고 전후 키 프레임간의 차이를 각각 구한 후에 각각 코

드할당 및 그레이코드로 변환하며, 이들 정보를 각 비트

플레인의 비트 단위로 비교하여, 각 비트 플레인에 대한

에러 확률을 예측한다. 예측된 비트 에러 확률과 보조정

보의 비트 값은 LLR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LDPCA 복호

에 사용된다.

IV.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을 위해 공간해상도는 QCIF이고, 시간 해상도

는 30Hz로 구성된 Foreman(291 프레임), Table Tennis(291 
프레임), Salesman(291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먼저, 홀수

프레임에 대응되는 키 프레임에 대한 부호화는 표준안

H.264/AVC의 화면내 부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양자화 파

라미터를 고정시킨 후에 가변 비트율로 부호화하였다. 그
리고 키 프레임 사이에 위치하는 WZ 프레임은 그림 1과
그림 3으로 나타낸 PDWZ구조로 부호화하였고, WZ디코

더에서는 2.2절에서 설명한 방식을 사용하여 보조정보를

구하였다. 

1.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의 사용에 따른 효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를 사용함으

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Foreman 시퀀스의

키 프레임은 양자화 파라미터 값을 20으로 고정하여 부호

화한 후에 복호기에서는 수신된 키 프레임을 복호 및 복원

한 후에 II 장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보조정보를 생성 하였

다. 그림 5(a)와 (b)는 모의실험에 의해 얻어진 가상채널 잡

음을 MSB과 MSB+3에서 비트 에러 율로 세분화하여 WZ 
프레임별로 나타낸것이다. 이 그림에서알수 있듯이 이진

코드와 그레이코드는 모두 MSB 비트는 그대로 취하므로

동일한 비트 에러 율을 갖는다. 그러나 표 1에서설명한 방

식의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를 사용한 방식의 MSB 비트

플레인은 움직임이큰 200 번째 프레임 부근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MSB+3번째 비트 플레인은

단순이진코드에 비해 두 개의 방식은 매우 낮은 비트 에러

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순그레이코드 방식에 비해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 사용 방식은 비트 에러 율이 다소

높다. 
한편, 그림 6은 Foreman, Salesman, Table Tennis 시퀀스

의 키 프레임에 대해 양자화 파라미터 값을 20, 30, 25로
각각 고정시키고 가변 비트율로 부호화하여 WZ 디코더에

서 관찰된 비트 플레인 단위의 평균적인 비트 에러 율을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영상 시퀀스에 대해 모두 코드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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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lesman (키 프레임 Q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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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able Tennis (키 프레임 QP=25)

그림 6. 비트 플레인 별 비트 에러 율의 통계적 평균
Fig. 6. Statistical average of bit error rates for each bit plane

및 그레이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MSB비트 플레인에 매

우 낮은 비트 에러 율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LSB 비트 플레인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트 에러 율을 제공한다. 이때, 단순한 그레이코드의

사용은 MSB에 매우 높은 비트 에러 율을 일으켜 PDWZ 
인코더에서 많은 패리티비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은 패

리티 비트의 사용은 품질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의 실험을 통하여, 코드할당과 그레이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보조정보에 대해 이진코드 또는 단순

히 그레이코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서 매우

적은 가상 채널 잡음이 삽입된 정보를 이용하여 LDPC 복
호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PDWZ 코덱에 적용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 비교

그림 3에 나타낸제안된 PDWZ 구조에 사용된 비트 인터

리버 도입의 효과 및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하기

위해 LDPC의 code rate = 1/2 즉, full parity 조건으로 고정

하여각비트 플레인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때, 수신측

의 요구에 의해 수신되는 패리티 비트는각프레임에 대해

주어진 비트량을 소모할때까지 그리고 LDPC 복호품질이

수용 가능한 심볼 에러 확률에 이를 때까지 “request-and- 
decode"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가상 잡음

채널을 무기억(memoryless)이고, 이진대칭채널(BSC)로 전

송되는각비트는 가우시안 잡음에 추가적으로 더해진다고

가정한 후에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을 위해 키

프레임의 부호화는 양자화 파라미터값을 고정하여 적용하

였으며, WZ 프레임의 R-D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QCIF, 
30 Hz의 Foreman과 Salesman 시퀀스를 이용 하였다. 모의

실험 결과에따라 키 프레임에 도입된 왜곡에 기초하여각

기능블록의 도입에 따른 효과와 성능 비교를 위해 모의실

험에서 사용한 방식을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WCOGOBI(With Code conversion and withOut Gray 
code and Bit Interleaver) : 표 1에 나타낸방식과 같은

코드할당만을 사용하고, 그레이코드 변환과 비트 인터

리버를 사용하지 않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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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비트율-PSNR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Fig. 7. Simulation results for bit rate-PSNR

•WGOCOBI(With Gray code and withOut Code con-
version and Bit Interleaver) : 표 1에 나타낸 방식과

같은 코드할당을 사용하지 않고 이진코드를 단순히 그

레이코드로 변환하며, 비트 인터리버를 사용하지 않은

방식

•WCWGOBI(With Code conversion and Gray code and 
withOut Bit Interleaver) : 표 1에 나타낸 방식과 같은

코드할당과 그레이코드를 사용하되, 비트 인터리버는

사용하지 않은 방식

•(Dx=2, Dy=3) : 표 1과 같은 방식과 같은 코드할당과

그레이코드를 사용하고, 또한 비트 인터리버 (∆=2,  

∆=3)를 사용한 방식

•(Dx=11, Dy=9) : 표 1과 같은 방식과 같은 코드할당과

그레이코드를 사용하고, 또한 비트 인터리버 (∆=11, 

∆=9)를 사용한 방식

모의실험 결과에 사용된 방식들의 키 프레임에 발생된

비트량과 화질은 공통이므로 WZ 프레임에 대하여 관찰된

화질을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먼저, 그림 7(a)는 Foreman
시퀀스에 대하여 그림 3의 PDWZ 코덱 구조에 사용된 각

기능블록 도입 여부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코드변환을 사용한 방식은 단순히 그레이코드를 사용

한 방식에 비해 2 dB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이것은

그레이코드만을 채택한 방식은 이진 코드의 변환일 뿐 실

제 가상 채널 잡음의 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코드할당과 그레이코드를 사

용한 방식은 코드할당 방식에 비해 거의 모든전송 비트율

에서 2 dB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전송률이 증가할

수록 그 차이는 증가함을알수 있다. 코드할당과 그레이코

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비트 인터리버를 사용한 방식은

코드할당과 그레이코드를 사용한 방식에 비해 높은 전송률

에서 최대 0.5 dB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를볼수 있다. 그러

나, 비트 인터리버(∆=11, ∆=9)를 사용한 방식과 비트

인터리버(∆=2, ∆=3)를 사용한 방식 사이에 발생되는

성능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7(b)에는 프레임사이의 물체 움직임이 매우 작은

Salesman시퀀스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oreman 시퀀스에 대한 각 방식 별 성능 변화는 전체적으

로 거의 비슷한 성능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코드변

환과 그레이코드 그리고 인터리버를 사용한 방식은 단순히

그레이코드만을 사용한 방식에 비해 성능 차이가 크지 않

다. 이와 같은 결과는 Salesman 시퀀스는 움직임이 적고, 
배경이 거의 정지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

채널 잡음의 양이작게 초래되고, 이로 인해 Foreman 시퀀
스에 비해각방식간의 성능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코드변

환과 그레이코드를 사용하고 동시에 비트 인터리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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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은 코드변환과 그레이코드만을 사용한 방식에 비해

매우 미미한 성능 차이를 보이며, 인터리버의 효과는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제안 방식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통하여 다

음과 같은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다.
- 단순한 그레이코드의 사용 방식만으로는 성능 개선을

이루지 못하지만, 코드할당 방식과 결합할 경우에는

우수한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다.
-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를 사용하고, 비트 인터리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움직임이 많은 영상 시퀀스에서 다

소의 성능 개선에 기여를 한다.
- 비트 인터리버 사용은 움직임이 큰영상시퀀스의 화질

개선에 다소의 영향을 미치지만, 인터리버의 구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차이가 없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DWZ 코덱의 부호화 성능을 개선하기 위

하여 부호기에서 높은 복잡도 추가 없이 간단한 비트 연산

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는 코드변환 및 인터리버 기법을 제

안하였다. 즉, WZ 정보와 보조정보의 차분신호가 영과 영

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통계적 중복성과 WZ 프레임과 보조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

기 위해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또한, 움직임이 많은 영상 시퀀스의 보조정보에 집중

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가상 채널 잡음을 분산시키

고, 채널 디코딩을 통하여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코드할당 및 그레이코드 변환기를 사용하고, 
비트 인터리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에 비해 움직임이 많은

시퀀스에서 최대 0.5 dB 정도의 평균화질을 개선할 수 있

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PDWZ 구조는 다양한 구조의 WZ 

코덱에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제안한 PDWZ 구조에서각

비트 플레인 단위로 비트 에러 율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키 프레임에 사용된 양자화 파라미터를 기초로

하여 가상 채널 잡음 모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개선된 복호 화질을 얻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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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1992년 2월 : KAIST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 2005년 2월 : KAIST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사
- 1992년 3월 ~ 2007년 2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팀장
- 2001년 9월 ~ 2002년 11월 : 뉴욕 콜롬비아대학교 연구원
- 2007년 9월 ~ 현재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조교수
- 주관심분야 : 비디오 신호처리/부호화, 디지털방송 미디어, 미디어 컨버전스, 멀티미디어 통신

서 광 덕

- 1996년 2월 : KAIST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
- 1998년 2월 : KAIST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 2002년 8월 : KAIST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사
- 2002년 8월 ~ 2005년 2월 : LG전자 단말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5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
- 주관심분야 : 영상부호화, 멀티미디어통신, 디지털방송, 멀티미디어 통신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