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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 동영상 코딩(Distributed Video Coding)은 기존의 동영상 코딩과 다르게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복잡도 분배가 가능한 새

로운 코딩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계적 움직임 예측을 이용하여 인코더와 디코더의 복잡도를 분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인코

더에서는 부분적으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디코더로 전송하고, 디코더는 이를 받아 좁혀진 범위 내에서 남은 움직

임 예측을 수행하게 된다. 인코더에서 어느 정도 복잡도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복잡도 분배 비율의 조절

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복잡도 분배 비율과 압축효율과의 상관성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인코더의 복잡도 상승에 의한 압축효율 향

상율이 디코더 복잡도 상승에 의한 압축효율 향상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방법을 통해 단말기의 성능이나 채

널 상황에 따라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복잡도를 적응적으로 분배하고 그에 따라 코딩 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

Abstract

Distributed video coding is a coding paradigm that allows complexity to be shared between encoder and decoder, in contrast 
with conventional video coding. We propose that complexity balancing method of encoder/decoder by phase motion estimation 
algorithm. The encoder performs partial motion estimation. The result of the partial motion estimation is transferred to the decoder, 
and the decoder performs motion estimation within the narrow range. When the encoder can afford some complexity, complexity 
balancing is possible. The method proposed is able to know relativity between complexity balancing and coding efficiency. The 
coding efficiency increase rate by the encoder complexity increases is higher than that by the decoder complexity increases. The 
proposed method can control the complexity and coding efficiency according to devices' resources and channel conditions.

Keyword: DVC(Distributed Video Coding), Complexity, Motion estimation, Three Step Search

Ⅰ. 서 론

지금까지의 동영상 코딩 구조에서 인코더가 복잡한 이유

는 인코더에서 인접 프레임간의 여유도(redundancy)를 제

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각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나 영상통화와 같은 업링크(Up-Link) 시
스템에서는 보다 간단한 구조의 인코더가 요구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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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딩 방식과 다르게 분산 비디오 코딩(DVC)은 인코더

와 디코더 사이의 복잡도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링크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DISCOVER[1]

에 따르면, DISCOVER DVC는 H.264/ 
AVC 인트라 코딩과 비교하여 인코더의 복잡도는 낮고 디코

더의 복잡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DVC의 디코더가

더 복잡한 이유는 보조정보(Side Information)의 생성과 채널

디코딩, 피드백을 이용한 반복적인 처리과정 때문이다. 반면

DVC의 인코더는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움직임 예측을 수행

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인코더에서는 디코딩 시 요구되는

비트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DISCOVER 
DVC에서의 인코더는 디코딩 시 요구되는 비트율을 예측하

여 디코더로 전송한다. 만약 디코딩이 실패하면, 디코더는 피

드백 채널을 이용하여 인코더에게 추가적인 전송을 요구한

다
[3]. 하지만 인코더와 디코더 간의 피드백 채널의 사용은 상

호활동적인 디코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어플리케

이션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는 인코더에서 빠르게 디코더의 중복 데이터와 필요한 패리

티 비트량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4]. 대체로 비트

율 예측의 정확도는 인코더의 복잡도에 비례한다. DVC는 인

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복잡도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5], 인

코더와 디코더의 복잡도와 코딩 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
DVC는 기본적으로 인코더 측이 디코더 측에 비해 계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 유용한 코딩 방식이다. 하지만 앞

으로는 인코더와 디코더 양측의 계산 능력의 차이의 비율

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폰끼리

의 영상 전송, 혹은 스마트 폰과 컴퓨터 사이의 영상 전송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인코더와 디코더의 계산 능력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때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복잡도 비

율을 조절하여 채널 상황이나 기기의 성능에 맞는 코딩을

수행할 수 있고, 전체 코딩 성능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계적 움직임 예측방법 중의 하나인 3단

계탐색(Three Step Search)를 이용하여 유연한 복잡도 분배

방법을 제안한다. 인코더는 움직임 예측의 일부를 수행하

여 움직임 정보를 디코더에게 전달하고, 디코더는 좁아진

범위 내에서 남은 움직임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복잡도의

분배와 코딩 성능의 향상이 가능하다. 제안 방법을 설명하

고 증명하기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 방법에 대한 관련 연구인 복잡도 분배와 단계적 움직

임 예측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안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4장에서 실험 결과를 통해 이

를 증명하고 기존 방식과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한다.

Ⅱ. 관련 연구

1. 복잡도 분배에 관한 기존 연구

DVC는 기존의 다른 코딩 방식과 달리 인코더에서 인접

프레임간의 중복성을 제거하지 않는 대신 디코더에서 중복

성 제거를 위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한다. 따라서 인코더의

복잡도를 낮추고 디코더의 복잡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코더에서 중복성 제거및움직임 예측을 하지 않음

으로 인해 전체 코딩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디코더에서의 움직임 예측은 인코더보다 부정확하여 잘못

된 움직임 예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논문들에서는 시각적흐름기

반의 낮은 복잡도의 움직임 모델분석 방법
[6]
을 제안하였고, 

픽셀 도메인의 분산 비디오 코딩 방법으로 낮은 복잡도로

인코더에서 비트 플래인(bit-plane) 움직임 예측을 하고 디코

더에서 움직임 보상을 하는 방법
[7]
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

로 위의 제시된 방법들은 인코더에서 복잡도가 낮은 움직임

예측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에목적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향상의목적은 달성되지만, 복
잡도 분배의 유연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논문들

과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단계적 움직임 예측을 어느쪽에서

더많이 하는지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인코더와 디코더

의 복잡도를 유연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단계적인 움직임 예측 방법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의 목적은 단계적인 움직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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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 방법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method

및 보상을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분배하여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압축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DVC의 장점인 복

잡도가 낮은 인코더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산량이

적은 움직임 예측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3스텝 탐색

(Three Step Search)[8], 로그 탐색(logarithmic search)[9], 쌍
방향 탐색(conjugate direction search)[10] 등의 방법이 있다. 
TSS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동작한다. 첫번째단계에서

9개의 포인트를 선정하여 탐색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의 탐색 범위를 줄여서 탐색한 후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s)가 가장 적은 포인트를 선정하는 동

작을 반복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두번째단계를 탐색 범

위가 최소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난 후의 포인트를 최종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로 선택한다. 로그 탐색은 TSS
와 유사한 방법으로역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로그 탐색은 첫 번째 탐색을 픽셀 간격 4로 상하좌우 한

포인트씩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범위를 잡고, TSS와 마찬가

지로 범위를 축소하여 탐색하는 것을 반복하여 최종 선택

된 포인트가 움직임 벡터가 된다. 쌍방향 탐색은 첫 번째

탐색을 인접한 상하좌우 한포인트씩 4포인트로 하고 최적

의 포인트로 방향을 설정한다. 다음 단계로 설정된 방향으

로 직선으로 탐색하여 최적의 포인트를 찾고, 선정된 포인

트에서 다시 수직으로 탐색하는 것을 반복하여 최종 움직

임 벡터를 찾아낸다.

Ⅲ. 제안하는 복잡도 분배 방법

본 논문에서는 복잡도의 분배가 가능한 DVC의 장점을

이용하여 인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그로 인해 좁아진 범위 내에서의 남은 움직임 예측 과정을

디코더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비디오 코딩에서

움직임 예측은 매우 많은 계산량을 요구함과 동시에 비디

오 코덱의 성능을좌우하기 때문에 복잡도 균형조정(com-
plexity balancing)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도 조절을 위해 기존의 논문[6],[7]들과 같이 움직

임 예측을 인코더에서 수행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어왔는데, 
본 논문 또한 움직임 예측을 인코더에서 수행하였을 때의

효과를 분석한다. 하지만 기존 논문과는 차별적으로 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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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2. (a) Frame1-Frame0(움직임 탐색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b) Frame1-Frame0(스텝 크기를 2로 TSS를 수행한 경우), (c) Frame1-Frame0(스텝
크기를 6으로 TSS를 수행한 경우), (d) (a)의 분포도, (e) (b)의 분포도, (f) (c)의 분포도
Fig. 2. (a) Frame1-Frame0(without motion search), (b) Frame1-Frame0(with TSS, step size=2), (c) Frame1-Frame0(with TSS, step size=6), (d) 
Distribution chart of (a), (e) Distribution chart of (b), (f) Distribution chart of (c)

더와 디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을 나누어 수행하여 복잡도의

적응적인 분배가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의 전체 구조도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DVC의 기본

디코딩 원리는  ,  을 이용하여 움직임 예측을 수

행하여 보조 정보(Side Information)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을 복원하는 것인데, 제안 방법은 기존의 DVC 구조와

다르게 인코더에서 부분적으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보조 정보 생성 시 발생할 수 있는잘못된 움직임

예측(local motion estimation fault)을 감소시킬수 있다. 기
존의 DVC 방식에서는주로 움직임벡터를 1/2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움직임 벡터가 2프레임 동안 선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SAD가작은블록이 이전블록이 이동한 위

치라는 것을 가정하지만, 이두가지 중 하나라도틀릴경우

잘못된 움직임 예측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주관적및객관

적 화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게 되는데, 본 논문의 방법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을 통해 보조 정보와  의 에러를 줄일 수 있

게 되면 줄어든 만큼 사용되는 비트율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복잡도 분배 비율은 기기의 성능

과 채널 상황에 의하여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기의

성능 혹은 전력이 낮은 경우는 움직임 예측 수행을 인코더

에서 수행하지 않고 기기의 성능과 전력이 높아질수록 인

코더의 움직임 예측 수행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절약된 비트율만큼전송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채널 상황이 나빠진 경우에는 인코더의 움직임 예

측 비율을 증가시켜 비트율을 감소시킨 만큼 패리티 비율

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널 손실 강인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단계적 움직임 예측 방법

중 TSS를 이용한 복잡도 분배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해본

다. TSS는 먼저 기준점과 스텝 크기(step size)를 설정하고

스텝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움직임 탐색을 반복하는데, 이
때 스텝 크기는 탐색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2는 인접한두프레임간의 중복 데이터와 분포도를

나타낸것이다. (a)는 움직임 탐색을 수행하지 않고 중복 데

이터를 구한 것이고, (b)는 스텝크기를 2로, (c)는 스텝 크

기를 6으로 각각 TSS를 수행한 것이다. (d), (e), (f)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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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의 분포를 나타낸다. 분포를 보면 움직임 탐색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수행하였을 때 더 좁은 분포를 나

타냄을 볼 수 있다. 즉, TSS를 이용하여 움직임 탐색을 할

경우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중복 데이터가 줄어들기 때문

에, 보다 적은 데이터로 압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특히, 이러한 장점은 움직임이많은 영상일수록 더 효과

가 있다.
또한 TSS는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움직임 탐색을 수행하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이루고자 하는 인코더와 디코더 간

의 움직임 예측 수행 분배 적용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TSS를 이용한 본 논문의 복잡도 분배 제안 방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1) N(전체 스텝 크기), K(인코더 스텝 크기) 결정

(2) 인코더는 K 스텝움직임 탐색을 수행한 후디코더에

(N, K) 정보와 움직임 벡터 정보를 전달

(3) 디코더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좁아진 범위 안

에서 (N-K) 스텝 움직임 탐색 혹은 전체 탐색 수행

이를블록도로표현하면 그림 3과 같고, 인코더와 디코더

그림 3. 제안 방법의 기본 블록도
Fig. 3. Basic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에서 움직임 탐색 시 사용되는 기준영상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낼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조 정보 생성 시 가장 단

순한 방법인 이전 프레임과 이후프레임을 1/2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4와 같이 기존 방법에서는 디코더에서만

두 개의 키(KEY) 프레임을 이용해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

여 보조 정보를 생성하는 반면, 제안하는 방법의 경우 인코

더에서 키 프레임과 WZ 프레임을 이용해 움직임 예측을

부분적으로 수행하여 디코더로 움직임 벡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인코더로부터 받은 움직임벡터를 통

해 좁혀진 범위 내에서두개의키프레임을 이용해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여 보조 정보를 생성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스텝크기와 인코더에서 수행할 스텝크기

를 정하고 인코더의 WZ 프레임에서 현재 기준 블록을 정

한다. 그리고 인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한후그 결과

인 움직임 정보를 디코더에게 전달한다. 디코더는 전달 받

은 움직임 정보를 기준으로 좁아진 탐색 범위 안에서 움직

임 예측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전체 스텝크기를 6으로 하

였을 때 TSS는 단계를 거듭하면서 탐색 범위를 1씩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6, ±5, ±4, ±3, ±2, ±1만큼의 범위를

탐색할 수 있다. 인코더에서는 TSS의 일부를 수행하는데, 
인코더 스텝 크기가 2일 경우 인코더에서는 ±5 범위까지

움직임 예측 수행하여 SAD가 가장 적은블록의좌표를 디

코더에게 전송한다. 디코더에서는 탐색 범위는 인코더에서

전송받은좌표를 기준으로 ±4가 된다. 디코더는 WZ 프레

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WZ 프레임의 현재블록의

위치에 해당되는 키 프레임의 블록을 기준으로 좁아진 범

위 안에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고 SAD가 가장 적은블록

을 최종블록으로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블록은래스

터 방식으로 처리되므로겹치거나(overlapped) 처리되지 않

는(uncovered) 블록이 생기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제안 방법의 경우 인코더에서는 WZ 프레임의블록을 기준

으로 이전 키 프레임을 탐색하여 범위를 좁히고 디코더에

서는 이후키 프레임의블록을 기준으로 좁혀진 범위의 이

전키프레임을 탐색하여 SAD가 가장작은블록을선택하

게 된다. 인코더에서 부분적으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해줌

으로써 보조 정보의 오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 인코더와 디

코더 사이의 복잡도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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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비교
Fig. 4.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structure and the proposed structure

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K 값은 복잡도와 효율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인코더에서의 움직임 예측은 원본 프레임을 이용하

여 수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DVC 디코더에서의 움직임 탐색은 보조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전후의 프레임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코더만큼정확한 예측을 할 수없다. 예를 들어, 디코더에

서 프레임1의 보조정보를 생성할 때 프레임0과 프레임2 사
이의 움직임벡터를 구하여 1/2 함으로써 생성하기 때문에

잘못된 움직임 예측이 발생할 수 있다. 즉, K값을 크게 할수

록 인코더에서 움직임 탐색을 더많이 수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좋은 코딩 효율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코더의

복잡도 역시 증가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복잡도와 코딩 효율간의 상관성을 적절히 조

절하여 K 값을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 장에서 제안

방법을 실험하고, 인코더/디코더의 복잡도와 효율 사이의

관계 및 최종 성능에 대해 분석해 본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5는 디코더에서만 움직임 예측을 수행한 경우(기존

그림 5. (a) 디코더에서만움직임예측을수행한경우(PSNR: 25.8dB), (b) 인코
더와 디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을 나누어 수행한 경우 (PSNR: 27.9dB)
Fig. 5. (a) Performing the motion estimation in decoder only (PSNR: 
25.8dB), (b) Performing the motion estimation in encoder and decoder 
(PSNR: 27.9dB)

방식)와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을 나누어 수행

한 경우(제안하는 방식)의 보조정보 영상이다. 기존 방식

(a)은 인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지 않으므로Ⅲ장에

서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인코터 스텝 크기가 0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식 (b)은 전체 스텝 크기가 6이고

인코더 스텝 크기가 3일 경우이다. 즉, 인코더에서 3 step 
움직임 탐색을 수행한후 디코더로 움직임 벡터 정보를 전

달하고, 디코더는 이를 이용하여 좁혀진 범위에서 전체 탐

색을 한다. 두영상의 PSNR을 비교하였을 때, 제안하는 방

법을 이용한 영상은 27.9dB이고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영

상은 25.8dB이다. 그림 5의 (a)의 영상에서벽의 줄무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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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움직임 벡터의 전송으로 인한 추가 비트량
Fig. 7. Bit rate according to motion vector transmission

그림 6. step size와 SAD 함수 호출 수의 관계
Fig. 6. Relation between step size and number of SAD calls

이에 생기는 점이잘못된 움직임 예측(local motion estima-
tion fault)이라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식의 경우 이러한

잘못된 움직임 예측이 발생하지 않고 품질이 증가하므로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은 스텝크기에 따른 SAD 함수 호출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SAD 함수는 움직임 예측 과정에서블록 간의 차

를 구하는 함수로서, 본 논문에서는 SAD의 호출횟수를 복

잡도로 가정하였다. 그림 6은 전체 스텝크기를 6으로 하고

인코더 스텝크기를 1에서 6까지 변화시켜가며복잡도를 측

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인코더 스텝 크기가 증가할수록 인

코더의 복잡도는 증가하고 디코더의 복잡도는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인코더 스텝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복잡도를 유연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복잡도 외에 인

코더에서 디코더로 움직임 벡터를 전송할 때 드는 추가 비

트량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인코더 스텝 크기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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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코더의 복잡도 비율과 SI의 품질의 관계
Fig. 8. Relation between ratio of encoder complexity and PSNR

그림 9. 제안 방법의 Rate-Distortion 성능 (Foreman, QCIF, 15Hz)
Fig. 9. Rate-Distortion of proposed method (Foreman, QCIF, 15Hz)

록 움직임벡터의 전송으로 인한 추가 비트량이 증가될 것

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코더의 스텝크기가 증

가할수록 움직임 벡터 좌표가 더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움
직임 벡터의 전송으로 인한 추가 비트량은 그림 7과 같다. 
이때 움직임벡터의 전송으로 인한 추가 비트량은엔트로피

코딩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DPCM 등의 발전된 부호 압축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비트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은 인코더의 복잡도 비율에 따른보조정보의품질

변화를 나타낸다. 인코더의 복잡도 비율은 인코더의 SAD 
호출수를 전체(인코더와 디코더) SAD 호출수로 나누어줌

으로써 계산하였다. 그림을 통해 전체 복잡도에서 인코더

의 복잡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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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코더의 복잡도 비율 증가에 따른

보조정보의 품질 향상 비율을 이용하여 인코더 스텝 크기

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디코딩 결과의 RD 성능(Rate-Distortion perform-

ance)은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실험에는 Foreman 시퀀스로

QCIF, 15Hz(KEY=7.5Hz, WZ=7.5Hz) 영상을 사용하였으

며키프레임을 제외한 WZ 프레임의휘도(luminance) 성분

만을 코딩하여 결과를 출력하였다. 인코더에서 움직임 예

측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K=0)와 부분적으로 수행한 경우

(K=2), 완전히 수행한 경우(K=6)를 각각 실험하여 비교하

였다. K=2일 경우와 K=6일 경우는 움직임 벡터 전송으로

인한 추가 비트량도 더해진 결과이다. K=0인 경우는 기존

방법인 디코더에서만 움직임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기존 방법에 비해, 인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을 부분적으로

수행한 경우 PSNR이 30인 지점에서 약 5kbps의 비트율이

절약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인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을완전

히 수행한 경우에는 약 10kbps의 비트율이 절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절약된 비트율만큼 손실 채널 환경에서

패리티를 더 보낼수 있기 때문에 채널손실에 보다강인하

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인코더의

복잡도 증가 비율과 디코더의 복잡도 감소 비율을 비교했

을 때 인코더의 복잡도 증가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인코더

에서의 약간의 복잡도 증가로 디코더의 복잡도는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코딩 성능 향상과 인코더의 복잡도 증가 사이의 트레

이드오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복잡도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VC의 복잡도 분배 방법으로 단계적인

움직임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움직임

예측을 부분적으로 나눠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

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코더에 단순한 움

직임 예측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코딩 효율을 증가시켰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와 차별적으로 단계적인 움직임 예측 방법

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복잡도를 유

연하게 분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잘못

된 움직임 예측(local motion estimation fault)의 분포가 기

존 방법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보조정보의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이용한 디코딩 성능 또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인코더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디코더의 복잡

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인코더의 복잡도 비

율이 높을수록 전체 코딩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기의 성능

과 채널의 상황에 따라 복잡도를 분배한다면 QoS를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고, DVC의 활용에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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